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심각한 폭풍과 돌발적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피해 복구 

기금 1,300만 달러 지원 발표  

 

브룸, 셔멍, 스카일러, 세네카, 티오가, 델라웨어, 셔냉고 카운티 주택 소유주에 기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심각한 폭풍과 돌발적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피해 복구 기금 1,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

15일 발생한 폭풍과 홍수로 서던 티어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악천후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금 지원으로 최근 폭풍과 돌발적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서던 티어 및 

핑거 레이크스 전역의 가구를 도와 이들의 보금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하고 

안전하게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지역이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기상 이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러 폭풍 

발생 후 지역사회 재건 및 복구 작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기금으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인해 주택 및 도로에 피해를 입은 서던 티어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의 재건을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는 자연 재해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이를 복구하고 

보금자리를 더욱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보험 보장금 및 기타 지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주요 

주택 소유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50,000달러를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절실한 주택 소유주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관리하며, 지원금은 브룸, 셔멍, 스카일러, 세네카, 티오가, 델라웨어, 셔냉고 

카운티에 제공됩니다.  

  



 

 

건물 보수와 적절한 안전성 및 거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손상 복원 및 복구 

작업에 사용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에는 건물 기초, 난방 

시스템, 전기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단열재, 바닥재 보수 등이 있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2018년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30일의 기간 중에 10~20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인 8월 중순에 발생한 폭풍으로 폭우, 돌발적 홍수, 강풍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강우량이 많았던 시기에 수분을 잔뜩 머금은 토양 조건과 

맞물려 해당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14일 주지사는 뉴욕주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으며, 폭풍의 심각성으로 9개 지자체가 

주정부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1,500여 가구와 

기업체가 피해를 봤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캠프장에 고립되었던 200여 명의 사람을 구출하고 대피시켰습니다.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 Cuomo 주지사는 8월 24일 공동 예비 손실 

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형식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0월 2일, 

연방 정부는 중대 재난 긴급사태 선언 승인을 발표하고, 주정부, 유자격 지자체 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비용 분담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긴급 작업 및 심각한 폭풍으로 

손상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주택 소유주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는 11월 5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2019년 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신청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현지 비영리 주택 지원 단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주택 

소유주께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Bishop Sheen  

(티오가 및 세네카 카운티)  

585-657-4114  

dbassage@rochester.rr.com  

https://sheenhousing.org/  

  

Arbor Housing and Development  

(스카일러, 셔멍, 브룸, 델라웨어, 셔냉고 카운티)  

607/654-7487 x 2049  

Info@arbordevelopment.org  

www.arbordevelopment.org  

  

Pamela Helmi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날에 주지사님과 저는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긴급상황 대처자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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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직접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홍수 피해를 수습하는 주택 소유주를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몇 세대에 거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지역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요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기금으로 주민들의 보금자리 재건과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홍수 발생 첫 날부터 지금까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hn Bonacic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올해 

여름 발생한 극심한 기상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어깨를 맞대고 연대해 주셨습니다. 이번 

중요 기금으로 지역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발생한 홍수는 주택, 사업체, 

개인 자산 및 지역 인프라를 파괴하였으며, 지자체, 개인 및 지역사회 전체에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 장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기타 인력, 현지 긴급상황 대처자를 지원할 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주정부 자원을 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요 기금은 현지 주택 소유주와 

지역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어 피해 복원 및 복구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 발생한 폭풍은 

지역사회와 피해를 입은 주택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뉴욕주는 폭풍 상륙 후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연대하여 이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재건 활동은 기념비적 작업입니다. 이러한 중요 주정부 기금으로 주민들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께서는 즉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룸 카운티 주민들은 극심한 

기상 조건과 그 영향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은 피해 회복성이 

탁월하지만, 이번 여름 발생한 홍수로 인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주 

전역의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Clifford Crouc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 발생한 홍수로 서던 

티어와 핑거 레이크스 대부분 지역이 황폐화되어, 해당 지역 가구는 주택과 사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단적 기상 상황과 기타 자연 재해가 발생한 후 피해를 



 

 

복구하고 삶을 재건하려는 이들을 돕는 것은 뉴욕주의 의무입니다. 뉴욕주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금과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hil Palm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홍수 발생 후 지역사회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 긴급상황 대처자가 

인프라를 수리하고 주택 소유주 및 사업체를 지원해 주신 현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 소유주와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 복구 

및 복원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주정부의 직접적인 원조에 감사할 것입니다.”  

  

셔멍 카운티의 Tom Santulli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피해로 가정의 재정이 기울어 폭풍 발생 후 지역사회 

재건 및 복구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사회가 더욱 튼튼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룸 카운티의 Jason T. Garna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날씨는 이제 뉴욕주와 미국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발생한 

폭우와 돌발적 홍수로 수많은 지역사회가 극심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주택을 재건 및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스카일러 카운티의 Timothy O'Hearn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8월 수많은 

지역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극심한 폭풍으로 인한 돌발적 홍수를 

경험하였습니다. 스카일러 카운티의 피해 주택 소유주는 보험 청구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손상으로 인해 엄청난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기금 지원으로 주민들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중요한 주택 수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rtha Sauerbrey 티오가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 발생한 

돌발적 홍수로 인해 우리 지역 주민은 엄청난 주택 및 자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휘청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피해 복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말입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주민들이 자산을 재건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네카 감리위원회(Seneca Board of Supervisors)의 Robert Shipl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주택 및 사업체 홍수 피해에 대응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1,300만 달러 지원으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지역사회 홍수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꼭 필요한 자금 및 자원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rbor Housing and Development 회장 겸 CEO Jeffrey Ea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으로 주택이 파괴되면, 당장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Arbor 

Housing and Development는 뉴욕주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주택 피해 복구를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Bishop Sheen Ecumenical Housing Foundation의 Allynn Smith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폭풍으로 집이 파괴되어 주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Bishop Sheen은 주민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뉴욕주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주택 소유주와 소통하고 피해 복구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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