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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년도전년도전년도전년도 폭풍폭풍폭풍폭풍 피해로피해로피해로피해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을재건을재건을재건을 돕기위한돕기위한돕기위한돕기위한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17개개개개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지원될지원될지원될지원될 FEMA 공공지원공공지원공공지원공공지원 비용의비용의비용의비용의 지역지역지역지역 배분배분배분배분 분량을분량을분량을분량을 떠맡다떠맡다떠맡다떠맡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3년 6월 26 – 7월 10일 업스테이트 홍수와 2013년 2월 겨울 

폭풍 네모(Nemo)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17개 카운티 내 커뮤니티에 폭우 복구 활동을 위한 주 

차원의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지방세납부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FEMA 공공지원 프로그램 비용의 전체 필수 분담분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극한 기후의 여파로 인해 상당한 복구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욕주가 이들이 이전보다 복구활동이 더욱 잘 되도록 돕기 위해 앞장섰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재해로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다음 

폭풍 발생 시 폭우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장애물을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의 커뮤니티가 더욱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그러한 일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커뮤니티들은 2013년 2월과 6월에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해당 복구 및 복원 프로젝트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데 힘썼고, 지방정부는 남은 

25%의 비용을 초기에 지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뉴욕주가 이 25%의 비용을 떠맡기로 하였습니다. 

 

주지사의 폭우복구실의 실무국장인 Jamie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ndy, Irene, Lee로 인한 

뉴욕주의 폭우 복구의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커뮤니티의 재건과 복원 활동을 

돕는 일의 장단기 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면 업스테이트 

홍수와 겨울 폭우 네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복구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 커미셔너 Jerome Hau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시자체들이 재난지역 선포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비-

연방 비용 분담금을 이들 커뮤니티에 제공한다면 이들이 파손된 인프라를 복구하여 일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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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쓰레기 제거 및 비상 보호 조치와 같은 즉각적인 폭우 발생 후 대응 

활동 비용을 제공하고, 도로, 학교 교량, 공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식수 및 폐수처리 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해 파손된 공공 인프라의 복원과 재건과 같은 비용을 제공합니다.  

 

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겨울겨울겨울 폭우폭우폭우폭우 네모네모네모네모(2013년년년년 2월월월월 8 – 9일일일일):  

• Suffolk 카운티 

 

2013년년년년 6월월월월 26일일일일 – 7월월월월 10일일일일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홍수홍수홍수홍수:  

• Allegany 카운티 

• Broome 카운티 

• Chautauqua 카운티 

• Chenango 카운티 

• Clinton 카운티 

• Cortland 카운티 

• Essex 카운티 

• Delaware 카운티 

• Franklin 카운티 

• Herkimer 카운티 

• Madison 카운티 

• Montgomery 카운티 

• Niagara 카운티 

• Oneida 카운티 

• Otsego 카운티 

• Warren 카운티 

 

주 지원금은 주지사의 폭우복구실에서 관리하며, FEMA 지원금은 주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가 

관리합니다.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폭우복구실폭우복구실폭우복구실폭우복구실 소개소개소개소개 

 

주지사의 폭우복구실은 초강력태풍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에 대한 주차원의 

복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폭우복구실은 NY Rising Housing 

Recovery, 소기업, 커뮤니티 재건 및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기후 사건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개발의 커뮤니티 개발 블록 지원금 –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40여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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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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