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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의의의의 피해피해피해피해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청소청소청소청소 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 연방연방연방연방 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 2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급지급지급지급 지시지시지시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태풍 Sandy 피해를 입은 지역에 폭풍 발생 후 청소 

비용으로서 20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FEMA 승인 자금을 수령한 지역에는 

Nassau 카운티의 Freeport의 마을, Nassau 카운티의Westbury의 마을, Nassau 카운티의Oyster 

Bay타운, Westchester 카운티의 Suffolk 카운티 보건국, Westchester 카운티의Yonkers시, 뉴욕시 

교통국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Sandy의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태풍 관련 잔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ong Island 지방 자치제, Hudson Valley 

남부, 뉴욕시 도심 지역 등은 최대한 빨리 태풍 잔해를 치우고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 자치제에 자금을 지원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회복 노력을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Sandy로 파괴된 지역사회를 복구하는 일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 공적부조 환급금은 

피해를 입은 각 커뮤니티가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국토보안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커미셔너인 Jerome M. 

Hauer가 말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지원은 뉴욕주가 관리하게 될 지속적이고 예상된 향후 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 

지역에 제공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건설, 파괴, 모래와 식물 쓰레기 제거, EOC 편성, 피난, 점검 및 

비상 IT 수선 및 복구와 STEP(Sheltering and Temporary Essential Power)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EMA가 기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뉴욕주는 이러한 배상금 지급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Freeport의의의의 마을마을마을마을 

 

Nassau 카운티의 Freeport의 마을는 태풍 Sandy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1,835,311를 

지원 받았습니다. Freeport의 마을는 홍수, 폭우, 바람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4,000 가구, 사업체, 

주요 기간시설(예: 발전소, 배수 시설) 등이 최고 8피트 깊이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Sandy의 물 범람과 상륙으로 잔해물 통행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통해 나무,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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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온 가구, 백색 가전제품, 차량, 건물의 파편 등으로 구성된 태풍 잔해가 운반되어 53,389 입방 

야드의 혼합 구조물과 파편 및 식물 잔해가 Freeport 전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잔해물이 비상 접근 지역을 가로막고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Freeport의 마을는 

대규모 거주지와 공공 통행로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의 마을는 홍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전에 침수된 태풍 배수 시설의 18.6마일, 738개의 배수통, 365개의 맨홀에서 

홍수 잔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용은 인건비, 장비, 자재, 임대 장비, 하청 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Westbury의의의의 마을마을마을마을 

 

Nassau 카운티의Westbury의 마을는 태풍 Sandy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463,603를 지원 

받았습니다. 태풍 Sandy로 인한 강풍과 폭우는 나무와 나뭇가지를 손상시켜 약 8,888 입방 야드의 

나무 잔해물이 도로, 인도, 주차장, 기타 소유지를 덮었습니다.  이 Village에서는 지자체 인력, 장비 

및 자재, 사설 하청업체와 Nassau 카운티를 사용하여 잔해물을 수집, 제거 및 폐기했습니다.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Oyster Bay타운타운타운타운 

Nassau 카운티의Oyster Bay타운는 태풍 Sandy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13,143,778를 

지원 받았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Sandy의 폭풍 해일이 발생하여 나무, 

전봇대 등을 쓰러트리고 Nassau 카운티의 도로 배수 시설과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도로는 

잔해물로 차단되고 전선이 끊어져 전체 지역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Oyster Bay 전역의 

거주지 및 상업 지역이 태풍 범람지가 되어 약 101,506 톤의 건설 및 파손 잔해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자자체 노동력, 장비 및 민영 하청업체를 사용하여 비상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건국보건국보건국보건국 

Suffolk 카운티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태풍 Sandy의 피해로 발생한 카운티의 복구비로 

$387,792를 수령합니다. Sandy로 인한 강풍, 폭우 및 홍수는 Suffolk 카운티 주민의 공공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생명, 공공 보건 및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 홍수 피해에는 정전, 물 오염, 응급 

서비스 부재, 주요 의료 시설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Suffolk 보건국은 정전으로 냉장 시설이 없어 

백신 및 기타 의료 용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Suffolk 카운티 주민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카운티 전역에 Food Control Units와 같이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공공 보건 보호 태스크 포스가 구현되었으며 Environmental Quality 

Health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고 적절한 하수 처리를 하고 독성/위험 폐기물을 폐기했으며, 정신 

건강 및 위생부에서는 예방접종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 품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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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Westchester 카운티는 태풍 샌디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1,920,095를 지원 받았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쓰러진 나무와 뿌리를 포함한 약 39,580 입방 야드의 식물 잔해물이 발생했고, 

모래, 흙, 자갈 등을 포함한 잔해물 6,300 입방 야드는 카운티 전역의 도로, 공원, 통행로에 

퇴적되었습니다. 또한 Westchester 카운티 환경시설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Facilities)은 

2,378톤의 혼합 재난 잔해물은 도시 고형 폐기물로 분류했고 40,314톤의 식물 잔해물은 유기 

폐기물로 분류했습니다.  공공 보건/안전 및 소유물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Westchester 카운티의 비상 작업으로 모든 잔해물로 인한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는 지자체 노동력과 장비를 활용했으며 민영 하청업체가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Yonkers시 

 

Westchester 카운티의Yonkers시는 태풍 Sandy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1,649,816를 지원 

받았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발생한 결과 약 7,659톤의 위험한 식물 잔해물이 도시 전역의 도로, 

공원, 통행로에 퇴적되었습니다. 공공 보건과 안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 작업으로 쓰러진 

나무와 나뭇가지를 포함하여 모든 잔해물로 인한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지자체 

노동력과 장비를 사용하고 민영 하청업체를 통해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교통국교통국교통국교통국  

 

뉴욕시 교통국은 태풍 Sandy의 피해로 발생한 카운티의 복구비로 $773,041를 수령합니다. 태풍 

Sandy로 발생한 강풍, 폭우, 태풍 해일은 뉴욕시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도로, 인도, 기타 

공공 시설에 잔해물이 퇴적되었습니다. 잔해물은 파손된 나무 조각, 모래, 바위, 도로와 건물/주택 

파손물, 태풍 해일과 바람으로 퇴적된 모든 종류의 물체, 막은 차량으로 생긴 통행로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NYC DOT는 뉴욕시 

위생국(DSNY)과 제휴하여 뉴욕시 전역의 약 1,300,000 입방 야드의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직원들은 뉴욕시 공원 및 레이크레이션의 지원을 받아 공원의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DOT와 

공원의직원들은 간선 고속도로와 도로망에 쓰러진 나무와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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