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할로윈 폭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에 대해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작년의 끔찍한 할로윈 폭풍의 영향을 받은 3개 카운티에 대한 주의 물리적 재해 

선언(Physical Disaster Declaration) 요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풍으로 

지역사회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400개의 주택,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섹스, 허키머 및 오네이다 카운티가 선언에 포함되어 

있으며, 클린턴, 프랭클린, 풀턴, 해밀턴, 루이스, 매디슨, 몽고메리, 오스위고, 옷세고, 

세인트로렌스, 워런 및 워싱턴의 인접 카운티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언이 인정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 가족, 사업체, 비영리 

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청이 복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연방 파트너들이 끔찍한 할로윈 

폭풍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을 위한 옵션으로 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하여 기쁩니다. 

동시에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홍수로 영향을 받은 300명의 주택 소유주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연방 정부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은 특히 

나서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웃이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처와 같으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동료 뉴욕 주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대출은 보통 긴급 상황 또는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한 후 조건에 맞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기업 등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기상이변과 홍수가 

발생한 후 중소기업청과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직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규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주택 145채와 사업체 29개가 큰 피해를 입어 각각 

입은 손해가 총 5,632,000달러와 1,545,000달러이며, 주택 193채, 사업체/비영리 기관 

17개가 적은 피해를 입어 각각 입은 손해가 총 2,588,000달러, 380,000달러임을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룹  

• 주택 소유자: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에 최대 

200,000달러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개인 부동산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공사에 최대 4만 달러  

• 업소 소유자: 부동산, 재고, 기계, 장비 및 기타 모든 물리적 손실에 대한 교체에 

최대 200만 달러  

•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 재난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고 2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Patrick A.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의 할로윈 폭풍은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직원 및 현지 

파트너들의 업무 덕분에 이 기금은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이 다시 삶을 추슬러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자율은 주택 소유자 및 임차자의 경우 1.5%, 비영리 단체의 경우 2.75%이고 업소의 

경우 3.875%이며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대출액과 기간은 중소기업청이 정하며 각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과 사업체는 중소기업청의 보안 웹사이트 https://disasterloan.sba.gov/ela에서 

전자 대출 신청서(Electronic Loan Application)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체는 중소기업청의 고객서비스센터 1-800-659-2955(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877-8339)번으로 전화하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으로 

이메일을 보내 정보와 대출 신청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는 

www.sba.gov/disaste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Processing and Disbursement Center, 14925 Kingsport Road, Fort 

Worth, TX 76155. 물리적 재산 피해 신청서의 접수 마감일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경제적 피해 신청서의 접수 마감일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재해 대출 지원 센터(Disaster Loan Outreach 

Centers)에서 재해 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주민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센터가 위치한 지역과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isasterloan.sba.gov/ela
mailto: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http://www.sba.gov/disaster


 

 

  

오네이다 카운티  

화이츠버러 소방서(Whitesboro Fire Department)  

171 Oriskany Blvd. 2nd Floor  

Whitesboro, NY 13492  

  

개설일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무  

일요일  

  

마감일  

3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키머 카운티  

뉴포트 소방서(Newport Fire Department)  

7350 Main Street  

Newport, NY 13416  

  

개설일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무  

일요일  

  

마감일  

3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섹스 카운티  



 

 

쉬룬 타운 도서관(Schroon Town Library)  

15 Leland Ave.  

Schroon Lake, NY 12870  

  

일자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밀턴 카운티  

레이크 플레전트 도서관(Lake Pleasant Library)  

2862 State Route 8  

Speculator, NY, 12164  

  

개설일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무  

일요일  

  

마감일  

목요일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및 뉴욕주 메소넷(New York State Mesonet) 

데이터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광범위하게 2에서 5인치의 강우가 내렸고, 

고립된 지역에는 폭풍 기간 중 최고 7인치에 달했습니다. 폭풍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의 비는 6시간 이내에 내렸습니다. 이 폭풍은 폭우, 

갑작스러운 홍수,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웨스트 캐나다 크릭(West 

Canada Creek)의 힝클리 댐(Hinckley Dam)과 카스트 브리지(Kast Bridge), 호프의 

사칸다가 강(Sacandaga River), 리틀 폴스의 모호크 리버(Mohawk River)에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이어 크릭(Moyer Creek) 인근의 허키머 카운티 프랭크포트 

빌리지, 사우쿼이트 크릭(Sauquoit Creek) 인근의 오네이다 카운티 채드윅 등 모호크 

밸리의 일부 주민들은 대피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응급 수중 구조팀인 태스크 포스 



 

 

투(Task Force 2)의 뉴욕주 및 지역 구성원 40명은 폭풍 속에서 65명과 14마리의 

동물을 구출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100개 이상의 주 도로가 손상, 폐쇄되거나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강우량이 최고치에 달하자 다수의 도로, 교량 및 

배수로에 물이 넘쳤습니다. 손상은 갓길 침식 및 교량 피해 등 다수의 기후 관련 요소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여 지하 배수로 및 도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익 사업체 

직원들은 10월 31일에 시작하여 11월 2일까지 계속되며 뉴욕주를 휩쓴 폭우, 강풍, 

돌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650,000명 이상의 전기 고객에게 전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246,621명의 고객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 주지사는 카유가, 셔터쿼, 코틀랜드, 더치스, 이리, 에섹스, 해밀턴, 허키머, 

제퍼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사라토가 및 워런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풍 

전후 및 폭풍 발생 당시, Cuomo 주지사는 여러 주 정부 기관, 수백 명의 주 요원, 

방위군(National Guard) 및 기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광범위하게 주 정부 대응 

장비를 배치하여 지역의 대응과 청소 작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폭풍 발생 직후 모호크 밸리와 노스 컨트리 전역에 9개의 재난 지원 서비스 

센터(Disaster Assistance Services Centers)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주, 카운티 및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복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테러, 인재와 천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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