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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 지진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 기반 금융 기관 

발표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 구호 단체에 50만 달러 기부  

10억 달러의 재해 구호 기금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New York, FHLBNY)이 푸에르토리코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지진으로 인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에 대응하여 구호 활동을 선도하는 단체에 5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자선 기부금 외에도 

푸에르토리코의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지정 재난 지역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총 10억 

달러의 재해 구호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섬을 황폐화시킨 최근의 지진 이후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뉴욕은 회복과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을 칭찬합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 지진 이후 회복에 애쓰는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행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뉴욕의 공인 은행에 푸에르토리코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고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뉴욕 금융 기관에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ATM 및 연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지침을 발급하고,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자원과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이중 언어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소방 전문가(State Fire)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검사관들이 구조 손상 평가를 수행합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osé R. Gonzál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구호 및 회복 노력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모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자연재해에서 보았듯이, 지역 대출 기관과 헌신적인 구호 



 

 

기관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부금을 받게 될 조직을 매우 

신뢰하며, 그들이 행한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한 선한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푸에르토리코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10억 달러의 재난 구호 기금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 대출 기관인 우리 회원들이 구호 및 재건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지속적인 구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아메리케어스(Americares),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 및 월드 

센트럴 키친(World Central Kitchen)에 각각 5만 달러를 기부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개시될 예정인 가족 입양 프로그램(Adopt-a-Family Program)을 지원하기 위해 

패스스톤 조합(PathStone Corporation)에 3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의 주택 보존 및 부흥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2017년 허리케인 시즌부터 푸에르토리코의 구호 활동에 대해 

패스스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선 기부 외에도,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 회원들은 지역사회 대출 

프로그램(Community Lending Programs, CLP)을 통해 10억 달러의 재난 구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과 기업을 복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갭 파이낸싱과 

장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0억 달러의 지역사회 대출 프로그램 약정은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115% 이하인 가정에 대한 주거 대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미국연방 

재난관리청 지정 재난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 경제 개발 대출 및 브리지 파이낸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대출은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회원 대출 기관이 

주요 재해 구호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영향받는 지역사회의 단기, 중장기 자금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이전에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황폐화시킨 2017년 허리케인 이후 이 재난 구호 

기금을 제공했으며, 지역구 전역의 자연재해 이후 재난 구호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12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이후 회원들이 뉴저지 및 뉴욕의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재난 구호 기금으로 8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의회에서 공인한 도매 은행입니다. 이는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시스템(Federal Home Loan Bank System)의 일부이며, 11개 지역 주주 소유 은행으로 

구성된 국가 도매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뉴욕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뉴저지, 뉴욕,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의 323개 금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은 미국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지역 회원들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지사의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nds-puerto-rico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bc19875-67e49416-3bc36140-0cc47aa88e08-3eed8e41b9d1915a&q=1&e=ed14b6cd-dd9d-4165-bca6-bc2d2e2698a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B9EDBE52777C762852585230073C69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