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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현지현지현지현지 복구복구복구복구 과정을과정을과정을과정을 진행하기진행하기진행하기진행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연방연방연방연방 보충보충보충보충 재난재난재난재난 원조의원조의원조의원조의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재건재건재건재건 

영역영역영역영역 발표발표발표발표 

 

심각한심각한심각한심각한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받은받은받은받은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제공하여제공하여제공하여제공하여 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 복구하는복구하는복구하는복구하는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진행하는진행하는진행하는진행하는 상향식상향식상향식상향식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 사회 재건 영역(Community Reconstruction Zones – CRZ)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이 상향식 계획은 수퍼스톰 Sandy와 허리케인 Irene 

또는 열대 폭풍우 Lee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은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여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재건 계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연방 

보충 재난 원조의 자금도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에서(Long Island) Binghamton, Essex카운티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여러 지역 사회는 지난 2년 동안 뉴욕주를 강타한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지역 사회 재건 영역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공무원, 주민, 지도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재건 과정을 이끄는 

재건 계획을 진행합니다. 뉴욕주의 원조에 힘입어 해당 지역 사회는 향후 요구 사항과 위험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뉴욕은 단지 재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우수하고 더 현명한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월에 Cuomo 주지사가 연방 정부에 제출한 행동 계획은 지역 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재난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Disaster Recovery – CDBG-DR)프로그램 자금의 초기 

배당금 17억 달러의 향방을 이끌 것입니다. CRZ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주는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승인한 연방 계획 보조금을 지역에 할당하여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재건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 상향식 재건 계획은 현재의 손상, 미래의 위협 및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회를 

고려합니다. 지역 사회의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고 확립된 기준에 부합하면 FEM 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평가한 손해와 인구에 따라 지역 사회에 궁극적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책정되며 HUD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승인되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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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이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 지급됩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의 경우 CRZ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기 계획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뉴욕주 상원 공동 지도자인 Dean G. Skelos는 “오늘의 발표는 허리케인 Sandy와 그 외 중대한 

폭풍의 영향을 받은 수천만 가정이 보금자리를 복구하고 일상 생활을 되찾는 일을 지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뉴욕 시민이 반드시 받아야 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린 

주지사의 결단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복구 작업을 계속해 

나갈 때 함께 힘을 보태 준 Donovan 장관과 행정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 연정 공동 지도자 Jeff Klein은 “지역 사회 재건 영역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현재와 

미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수많은 재건 및 준비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지역별 

요건에 맞게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한된 재난 복구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CDBG 보조금의 17억 달러를 지급하여 사업체 및 주택 소유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므로 Bronx, New York시, Rockland 

카운티,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Sandy 희생자는 오늘 마음껏 기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강력하고 더욱 탄력적인 뉴욕으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Cuomo 주지사와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제 동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국회의장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은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폭풍우로부터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로워 맨해튼 지역 사회는 수많은 사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South Street Seaport와 차이나타운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수퍼스톰 Sandy에 의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 지도자 및 현지 주민과 

협력하여 현재 상황을 완전히 복구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주를 복구하는 데 협조해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뉴욕 시민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해해 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장관 Shaun Donovan에게 감사의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m Libous 상원의원은 “우리 지역 사회와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 소유자는 최근에 

있었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복구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역 사회 재건 

영역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각 지역 사회의 홍수 복구에 대한 현명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LI REDC 공동 의장이자 롱아일랜드 주택 조합 의장인 Kevin Law는 “롱아일랜드의 주택 소유자, 

소규모 사업체,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Cuomo 주지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을 과거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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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CRZ 지역별 및 지역 사회 계획 프로그램은 진정한 장기적인 회복력과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계획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 사회는 해당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 대표자, 선출된 입법부 대표, 지역 주민, 지역 사회, 

학계,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CRZ 개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 사회에는 확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욕주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계획 위원회가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재건 영역 목록과 HUD 승인 보류 프로젝트 자금 대상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CRZ 목록목록목록목록 및및및및 자금자금자금자금 할당할당할당할당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CRZ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Amityville, Copiague $ 13,925,522  

Atlantic Beach, East Atlantic Beach $ 3,000,000  

Babylon, West Babylon $ 10,071,525  

Baldwin, Baldwin Harbor $ 8,266,751  

Barnum Island, Oceanside, Island Park, Harbor Isle $ 25,000,000  

Bay Park, East Rockaway $ 6,431,879  

Bayville $ 3,000,000  

Bellmore, Merrick $ 11,676,197  

Cedarhurst, Hewlett, Lawrence, Woodmere, Hewlett Neck, 

Hewlett Harbor, Meadowmere, Inwood 

$ 12,274,571  

Fire Island, Oak Beach-Captree $ 3,000,000  

Freeport $ 17,735,296  

Lido Beach, Point Lookout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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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enhurst $ 6,113,657  

Long Beach $ 25,000,000  

Massapequa, Massapequa Park, East Massapequa $ 22,605,589  

Mastic Beach $ 3,000,000  

Oakdale $ 3,000,000  

Seaford, Wantagh $ 10,450,146  

South Valley Stream CDP $ 3,000,000  

West Islip $ 3,012,428  

New York City CRZ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Belle Harbor, Neponsit, Breezy Point, Roxbury $ 25,000,000  

Brighton Beach, Coney Island, Manhattan Beach, Seagate $ 19,291,387  

Broad Channel $ 6,044,869  

Far Rockaway, Rockaway $ 22,221,745  

Gerriston Beach, Sheepshead Bay $ 13,368,780  

Lower Manhattan $ 25,000,000  

New Howard Beach, Old Howard Beach $ 18,329,368  

Red Hook $ 3,000,000  

Staten Island(East Shore, South Shore) $ 25,000,000  

주주주주 북부북부북부북부 CRZ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Amsterdam, Florida $ 3,000,000  

Binghamton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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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klin, Union, Vestal, Johnson City  $ 5,424,276  

Esperance, Schoharie, Middleburgh $ 3,068,001  

Jay, Keene $ 3,000,000  

Margaretville, Sidney $ 3,000,000  

Nichols, Owego $ 4,398,730  

Prattsville $ 3,000,000  

Schenectady, Rotterdam $ 3,000,000  

Shandaken $ 3,000,000  

Stony Point $ 3,000,000  

Ulster 카운티 커뮤니티 $ 3,000,000  

Washingtonville $ 3,000,000  

Waterford $ 3,000,000  

총총총총 자금자금자금자금 $ 396,710,715  

 

이 계획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 자산자산자산자산 재고재고재고재고: 해변 또는 강변 위험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 및 천연 자원 자산 및 시스템의 재고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대중대중대중대중 참여참여참여참여: 이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대중이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위험위험위험위험 평가평가평가평가: 다음과 같이 위험에 기여하는 3가지 요인에 따라 주요 지역 사회 자산 및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합니다:  

o 위험: 예상되는 위험한 사건의 가능성 및 중요도. 

o 노출: 폭풍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줄이기 쉬운 지역적 특성 

o 취약성: 사건 이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자산 역량 또는 시스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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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요구요구요구 사항사항사항사항 및및및및 기회기회기회기회 평가평가평가평가: 지역 경제 성장 및 개발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구 사항 및 기회 확인. 

• 투자투자투자투자 및및및및 행동행동행동행동 전략전략전략전략: 필수 공공 자산을 복구, 재건 또는 이전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자산 파악.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 프로젝트, 행동 파악. 

• 이행이행이행이행 일정일정일정일정: 지역 사회가 CRZ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이행 일정 준비. 

• 뉴욕주는 참여하는 지역 사회마다 CRZ 계획 과정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 사회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을 제공합니다.  

o 정보 워크숍, 온라인 회의, 교육 등 CRZ 계획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이 되는 지침 

및 기술 지원. 

o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 및 협력자의 지원. 

o 위험 평가 영역 식별. 

o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주, 지역 및 카운티 자산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별 상황. 

o 지역 사회가 관련 위험 및 테스트 관리 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위험 평가 

도구. 

o 계획 개발 및 이행을 비롯해 기타 유용한 자원과 관련이 있는 정보가 포함된 웹 

사이트. 

뉴욕주는 CRZ 계획 과정을 시작하는 6월에 시작을 알리는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계획 위원회 

구성원은 회복 계획, 경제 개발 및 해안 지역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는 기술 조언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에 참가합니다.  

CRZ 계획을 이행하는 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려면 이 계획은 다음 사항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요주요주요주요 자산자산자산자산 및및및및 시스템에시스템에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위험위험위험위험 평가평가평가평가. 이 계획의 기초적인 사실에 따라 주요 자산 및 

시스템 취약성 목록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주요주요주요주요 자산의자산의자산의자산의 회복력을회복력을회복력을회복력을 복구하고복구하고복구하고복구하고 상승시킬상승시킬상승시킬상승시킬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및및및및 조치조치조치조치. CRZ 계획은 향후 

위협에 대응해 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자산 및 조치 회복력을 모두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조치의 예로는 자연 인프라(예: 습지, 굴 산호초, 사구 및 

기타 녹색 인프라 등) 복구 또는 완화, 건전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 

사항(예: 용도 변경, 규제 강화, 밀도 이전 등) 변경, 향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 

투자 또는 기타 커뮤니티 시스템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 취약취약취약취약 계층계층계층계층 보호보호보호보호. CRZ 계획 위원회는 새로운 조치를 개발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어린이, 노숙자,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지역에 새로운 현장 

시설을 설립하여 양로원 및 병원과 같은 주요 시설에 백업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약 계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게 합니다.  

•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추진하는추진하는추진하는추진하는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통해통해통해통해 동반동반동반동반 이득이득이득이득 달성달성달성달성. 지역 경제의 미래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또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송 



Korean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자산(예: 해변 지역 홍수에 대한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새로운 녹색 

공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폭풍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중요한 지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조정조정조정조정. CRZ 계획은 해당 지역 사회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목표에 따라 수립되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사회는 지역별 계획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세한상세한상세한상세한 이행이행이행이행 계획계획계획계획. 각 CRZ 계획에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관한 분명하고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는 종합적인 계획 단체를 수립하여 계획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http://nysandyhelp.ny.gov/community-reconstruction-zon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승인한 17억 달러의 CDBG 자금에는 뉴욕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 소유자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비주거비주거비주거비 

 

단독단독단독단독 주택주택주택주택: 6억억억억 6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 뉴욕 스마트 주택 수리 및 재건축 보조금 재형성 – 2억 3300만 달러: 태풍 Sandy, 태풍 

Irene, 열대 폭풍 Lee의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위치하는 주택 소유주로서 주택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다른 출처를 통해 받은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뉴욕 스마트 주택 수리 및 재건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수령한 환급금과 주택 소유주의 손실액 사이의 

차이를 채워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가 FEMA와 

보험회사로부터 5만 달러를 수령한 경우,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수리를 위해 6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리와 재건은 친환경 건물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스마트 주택 복구 보조금 재형성 – 2억 5900만 달러: 부분적으로 손상된 건물이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거나 이 범람원 외부에 위치하는 부동산이 심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는 건물의 미래 손상 위험을 줄이는 완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공되는 프로젝트는 주택이 향후 피해를 훨씬 잘 견디도록 

개선할 것이며 저렴한 홍수 보험료를 통해 소유주가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보조금은 다른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았던 복구 조치에 전액 

사용됩니다. 친환경 건물 표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스마트 주택 복구 보조금 재형성 – 1억 7100만 달러: 반복적인 홍수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주택에 손상을 주고 주민과 비상 대책 요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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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o 최고 위험 지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파괴된 건물. 

o 손상이 발생하거나 해수면 상승과 다른 요인에 의해 향후 건물이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매입 지정 구역에 위치. 이렇게 개선된 매입 지역은 카운티 및 지역 정부 

관계자와 상담을 하여 선정됩니다. 

o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의 경우, 건물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지며 이러한 지역은 

완충 구역으로 사용됩니다. 뉴욕주의 제안에 따라 HUD의 승인을 받아 매입을 통해 

취득한 최고 위험 지역 외부의 건물 재개발은 추가적인 홍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라면 허용됩니다.  

최고 위험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해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대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전 폭풍 공정 시장 값을 받습니다. 거주 카운티나 보로 

내에 재배치하는 가족에게는 최고 5%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가구다가구다가구다가구 주택주택주택주택: 1억억억억 2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 소규모 다가구 수리 및 재건축 보조금 – 3100만 달러: 3-7가구가 거주하며 태풍의 피해를 

입은 건물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보조금은 다른 소스로 보완할 수 없는 손실에 적용됩니다. 수리와 재건은 친환경 건물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다가구 피해 완화 보조금 – 6200만 달러: 향후 손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완화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는 3-7가구 거주 건물에게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임대 건물의 건물 소유주는 건물의 

가구 51% 이상을 중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뉴욕 주민에게 임대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보조금은 다른 소스로 충당할 수 없는 피해 완화 비용에 적용됩니다. 친환경 건물 

표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다가구 피해 완화 보조금 – 3100만 달러: 8가구 이상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 

소유주는 태풍 관련 피해를 보완할 보험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유주는 관련 

비용 때문에 피해 완화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뉴욕주는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완화 보조금은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지하실에서 건물 내부의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등 향후 피해에 대한 건물의 대응력을 

개선하는 일부 프로젝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은 Sandy로 피해를 

입었으며 100년 범람원 내부에 위치하는 건물입니다. 개별적인 건물 보조금은 각 건물의 

상한선에 따라 다릅니다. 친환경 건물 표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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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사업체사업체사업체 지원지원지원지원 

 

사업사업사업사업 활동활동활동활동 재개재개재개재개: 4억억억억 1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 소규모 사업체 보조금 – 2억 3200만 달러: 뉴욕주는 수퍼스톰 Sandy,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태풍 Lee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과 재고 손실의 피해를 입은 농장과 농업,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 또는 수리하며 

태풍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시설을 수리 또는 개선하고, 사업체를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운전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었지만 배상 제외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최고 5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는 물리적 손상을 입었으며 보조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직원 손실의 위험에 처할 사업체에게 보조금을 총 10만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시 이러한 사업체에 대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백업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주요 장비를 높은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특별 사업체 피해 완화 보조금도 최고 10만 달러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체 대출 – 1억 3000만 달러: 뉴욕주는 태풍 때문에 재고나 물리적 자산의 

손실을 입은 농장과 농업, 비영리 단체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체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 또는 수리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시설을 수리 또는 재건하고, 사업체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운전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 

1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대출은 폐업이나 직원 손실의 위험에 

처한 해당 사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유연하게 정해지며 이자율은 2% 

미만입니다.  

• 법률적 도움, 사업 자문 및 기타 서비스 – 3 백만 달러: 뉴욕주는 소규모 사업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고 금융 시장, 부동산, 마케팅, 법률 및 산업별 

지원와 같은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연안 어업 복구 프로그램 – 2000만 달러: 연안 어업은 뉴욕주의 수 천 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태풍 Sandy는 뉴욕 해안을 따라 산재한 어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어업의 고유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장은 오늘 발표한 다른 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뉴욕주는 피해 사업체에게 최고 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집중 프로그램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자격을 갖추었지만 배상 제외된 손실을 충당하게 될 것이며 

이 업계가 다가오는 어획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계절 관광 업계 복구 프로그램— 3000만 달러: 이러한 계절 관광 사업은 오늘 발표한 다른 

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해안과 강가에 위치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은 다가올 여름에 문을 다시 열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이 업계의 해당 사업체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보조금은 배상 제외된 손실과 운전자본을 충당하여 

사업체들이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Korean 

 

뉴욕 시민은 www.NYSandyHelp.ny.gov를 방문하거나 1-855-NYS-SANDY로 전화하여 자격 여부 정보,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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