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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 태풍 태스크 포스,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한 정상회의 개최 

  
Main Street Fund Award 첫 단계에서 3개 카운티가 사업 지원금으로 각각 $500,000 수령 

  
주지사, 복구 비용의 90%를 부담하여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도록 FEMA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북부 지역 태풍 및 복구 태스크 포스는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의 지속적인 회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이 미팅에는 Town of Windham에서 열리며 주 기관의 사무장, 지역 선출 책임자,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석하며  Robert Duffy 부주지사가 사회를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시와 마을을 지역사회가 재건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국토안보보장국의 Janet Napolitano 서기관에게 편지를 보내 FEMA로 복구 비용의 75% 대신 
90%를 충당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300만 달러의 Main Street Fund 중에서 1차로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역 사업체 복구를 돕기 위해 3개 카운티의 9개 지방 자치단체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 태풍 아이린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미팅의 목적은 뉴욕주 북부 지방의 태풍 및 복구 태스크 
포스의 구성원들이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뉴욕 주민들이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가족, 
사업체, 도시가 복구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해 복구를 위한 FEMA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75%를 제공하며 25%는 지방 또는 주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국토안보보장국의 Janet Napolitano 서기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역 매치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금의 90%까지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Windham에서 열린 뉴욕주 북부 지방 태풍 및 복구 태스크 포스 미팅에서 주의 지속적인 복구 노력에 
관한 다음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ain Street Fund 
 
뉴욕주 농업 및 지역사회 복구 자금을 통해 피해 지역의 Main Street 사업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사업체 및 건물주를 대신하여 카운티가 
요청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적격한 사업체들은 무엇보다 상업 및 중심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건물 재활, 영구적 고정물이나 장비의 수리 및 교체, 재고 관리 및 유동자금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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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지원은 Greene, Schoharie, Delaware 카운티로 결정되어 각각 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Greene 카운티: Prattsville, Hunter, Windham, Catskill, Schoharie 카운티: Middleburgh 및 Schoharie, 
Delaware 카운티: Margaretville, Fleischmanns 및 Sidney의 사업체 및 건물 소유주에게 제공됩니다.  오늘 
발표한 3개 카운티를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카운티에서 다음 보조금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조금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복구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영향으로 주 고속도로에서 400개 이상의 도로와 다리가 
폐쇄되었습니다. 각 행사를 시작한지 10일 이내에 주 교통국은 폐쇄된 도로와 다리의 80% 이상을 
복구했으며 가장 피해가 심하고 상당한 재건이 필요한 기간시설에 대해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현재 3개 고속도로와 3개 다리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농장을 위한 지원 
  
뉴욕 농업국은 353개 이상의 농장($4,519,817)들이 1500만 달러의 농업 지역사회 복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25 보호구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를 당한 농장에서는 건설 및 농장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홍수로 사료를 잃은 농민과 농장, 파머스 마켓, CSA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농민을 돕기 위해 농장 운영 구성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196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보조금 
 
뉴욕주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EFC)은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손상 목록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EFC의 허리케인 비상 대출 프로그램(Hurricane 
Emergency Loan Program, HELP)을 통해 커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로 인해 수도 시스템이 
손상된 지역사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FC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지출금에는 양수기, 
전기 장비, 처리 시설 및 기타 중요한 장비의 수리, 진공 트럭 견인, 우회 배관, 소독 및 관련 엔지니어링, 
기타 전문 서비스와 같은 임시 비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제 15개의 지방당국이 14,072,000달러의 5년 무이자 융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Town of Bethlehem - $1,000,000 
 City of Binghamton - $1,000,000 
 Town of Black Brook - $1,000,000 
 Town of Cornwall - $1,000,000 
 Village of Ellenville - $1,000,000 
 Village of Endicott - $1,000,000 
 Village of Granville - $1,000,000 
 Town of Jay - $1,000,000 
 Village of Johnson City - $1,000,000 
 Town of Lloyd - $1,000,000 
 Village of Monticello - $690,000 
 Town of Owego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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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ge of Owego - $500,000 
 Village of Schoharie - $1,000,000 
 Town of Windham - $882,000 

  
보험금 청구 
 
허리케인 아이린과 리가 발생한 후 Cuomo 주지사, 재무 서비스국(DFS)의 Benjamin Lawsky 국장 및 기타 
주 관계자들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하여 시민과 사업체 소유주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험회사에서 지연된다는 불만 사항을 다수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DFS는 오늘 뉴욕의 보험회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연방 홍수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공정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의 경우, 연방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소속된 보험 규정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Lawsky 국장의 공문은 뉴욕 
보험회사들이 연방 홍수 보험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처리할 때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험 규정 제64조에는 뉴욕주에서 판매한 모든 종류의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적절한 표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다음을 이행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요청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답변. 
 가입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수령한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수락 또는 거절할 지의 여부를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 거절 또는 부분 거절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또한 제64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즉각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방해하거나 매우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제시하여 가입자가 소송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 규칙이 있습니다.   
 
난방로 복구 및 교체를 위한 보조금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에 의해 손상된 난방로의 수리 및 교체를 돕기 위해 
500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11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은 
아직도 가능하며 주택 소유주가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제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ysdhcr.gov/Apps/profiles/profile_WAPcnty.asp 
 
신청 가정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특정 소득 자격 
조건(http://nysdhcr.gov/Programs/WeatherizationAssistance/)에 부합해야 합니다.  
  
난방로 수리 및 교체에 대한 정보는 1-866-ASK-DHCR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장기 지역사회 복구 프로그램(Long Term Community Recovery Program)  
 
뉴욕주 장기 지역사회 복구 프로그램은 도시와 마을이 복구 전략을 세우고 향후 홍수에 덜 취약한 
지역사회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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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쟁을 거쳐 최고 5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보조금은 주택, 경제, 기반시설, 환경 프로젝트 등을 다시 구축하는  
종합적인 전략적 계획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나 카운티 또는 비영리 단체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은 $789,896입니다. 제1차 신청서 마감은 
2012년 1월 12일 오후 4시이며 제2차 신청서 마감은 2012년 3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FEMA 지원 
 
약 59,331명이 개인 지원(Individual Assistance)에 등록했으며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 / 기타 
지원(Individual and Households Program / Other Needs Assistance)을 통해 1억 45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 지원을 위한 등록 마감은 2011년 12월 15일입니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567명의 
신청서와 총 69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열대성 폭풍 리에 대해서는 328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의 경우 허리케인 아이린은 이차 보조금 신청서(SGA)가 4,315건, 열대성 
폭풍 리가 1,278건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3,135,850로 추산되는 95건의 SGA는 허리케인 
아이린에 대해 접수되었으며, $583,578로 추산되는 24건의 SGA는 열대성 폭풍 리에 대해 
접수되었습니다. 
 
뉴욕주의 법령부, 비상사태 관리부(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SOEM), 
환경보전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등은 FEMA와 협력하여 범람원에 임시 주거지를 
배치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법령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FEMA는 임시 주거지를 위해 200 AMP 유틸리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 비상사태 
관리부(SOEM)는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와 협력하여 유틸리티 회사들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FEMA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사태 관리부(SOEM)와 주 
교통부(DOT)는 주 도로에서 임시주택(THU)을 운반하는 회사들을 위한 허가증 발부를 촉진하고 허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면제를 승인 받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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