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가 범람한 후, 플래츠버그 지역사회를 

재건하려는 3 가지 계획 개시  

  

홍수 피해 주택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해 최대 700만 달러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 추진  

  

피난 중에 있는 주민을 위해 3 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시  

  

홍수로 손상된 제방의 신속한 수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달 초에 얼음 조각들이 배수관을 막는 현상인 

아이스 잼으로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가 범람한 후, 홍수 피해를 입은 플래츠버그 

소재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 이동 주택 지역사회를 재건하려는 3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종합적인 계획은 플래츠버그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미래의 악천후 피해으로부터 이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대자연의 분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가정의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이 지역사회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가 더욱 강하고 보다 

현명하게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시기에, 주민들이 

지붕이 있는 보금자리를 유지하는 문제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중순 이후, 극심하게 변동하는 기온으로 인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50 번이 넘게 

아이스 잼이 발생했습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시내 부근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줄이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방 공무원들과 협력해왔습니다. 플래츠버그에서 제방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단독 이동 주택 약 70 채는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의 아이스 잼과 관련된 홍수 후에 피난 조치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 손상된 주택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청구서를 제출하고  

• 피난 중에 있는 주민들이 클린턴 카운티의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대 3 개월간의 임대료를 제공하며  

• 이 부동산을 지키는 제방 둑을 신속하게 재건설 합니다.  

  

홍수 피해 주택을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한 법안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주민들이 손상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기존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이동 주택 및 조립식 주택 교체 

프로그램(Homes and Community Renewal Mobile and Manufactured Home 

Replacement Program)을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집과 땅을 모두 소유한 개인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주택은 

소유하지만 대지는 임대한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보조금은 이동 주택 제조업체 및 소유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배포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교체하기 드는 평균 비용은 5만 

달러입니다.  

  

3 개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Three Month Rental Assistance Program) 개시  

  

클린턴 카운티 및 에섹스 카운티의 비영리 주택 지원 프로그램(Housing Assistance 

Program of Essex County, HAPEC) 및 클린턴 카운티 주택 지원 프로그램(Clinton 

County Housing Assistance Program, CCHAP)과 협력관계 있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피난 주민들에게 긴급 임대 지원을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의 비영리 주택 지원 프로그램(HAPEC) 및 클린턴 카운티 주택 지원 

프로그램(CCHAP)이 재정 지원하는 주정부 기금은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대한 8 항의 

최대 표준 금액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100 퍼센트 보장합니다. 연방법은 이 

보조금을 3 개월로 제한합니다. 클린턴 카운티에 따르면, 최소한 20 채의 주택에서는 

현재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클린턴 카운티 

비상 서비스 사무소(Clinton County Emergency Services Offices)와 플래츠버그 소재 

마가렛 스트리트 24 번지(24 Margaret Street)의 7 호 스위트(Suite 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방의 신속한 재구축  

http://www.nyshcr.org/Programs/nys-flood/


 

 

  

주지사는 또한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의 홍수로부터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를 보호하는 제방의 재구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기술 직원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를 지원하여, 홍수 예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방을 허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피난 주민들이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발생할 홍수에 대비하여 이 지역사회를 강화할 복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내의 저희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난 

중에 있는 주민들이 복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이 지원금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통부(DOT) 직원들이 플래츠버그에서 

아이스 잼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힘들게 일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팀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신속한 조치는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뉴욕 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시를 통해, 저희 전문가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아이스 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수 예방 구조를 수리하는 기술 지원과 

신속한 허가를 통해 플래츠버그와 같은 모든 지역사회를 신속하게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래츠버그 지역사회와 우리 파트너 기관들이 피난 주민들의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의 비영리 주택 지원 프로그램(HAPEC) 및 클린턴 카운티 주택 지원 

프로그램(CCHAP)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주민들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에 거주 

증명서(proof of residency)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새 임대인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주정부에.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보증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지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임대료 기부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의 비영리 주택 지원 

프로그램(HAPEC) 및 클린턴 카운티 주택 지원 프로그램(CCHAP), 프랜즈 어브 노스 

컨트리(Friends of North Country), 적십자사(Red Cross) 등은 피난 주민들이 임대 옵션을 

알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주민들이 임대 옵션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 

스톱 숍(one-stop shop)을 클린턴 카운티 비상 서비스 사무소(Clinton County Emergency 

Services Offices)에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에섹스 카운티의 비영리 주택 지원 프로그램(HAPEC) 및 클린턴 카운티 주택 

지원 프로그램(CCHAP), 기타 지역 정부 기관들의 대리인들이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자원은 2월 4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됩니다.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주민들은 끔찍한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지역사회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Cuomo 주지사님, Read 시장님, 다양한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단기간 머물거나 장기간 머물게 될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Billy Jon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저는 Read 시장님,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님 그리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주지사 사무실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 리더들께 감사드립니다.”  

  

플래츠버그 시의 Colin Read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들은 홍수 

피해를 입은 후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비극으로 집을 잃은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 주민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지붕을 갖춘 보금자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클린턴 카운티 의회(Clinton County Legislative)의 Harry McManu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카운티는 언더우드 이스테이츠(Underwood Estates)의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반드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택 지원은 플래츠버그 주민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뉴욕주의 

활동 중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미 포함된 

클린턴 카운티 및 플래츠버그 시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모래를 미리 채운 모래 주머니 480 개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클린턴 

카운티에 배치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이 모래 주머니들을 피해를 입은 이동 주택 단지로 옮겼습니다.  

• 플래츠버그 주정부 비축장의 사전 비축된 주정부 자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 83 대, 조명탑 25 개, 펌프 123 대, 모래 주머니 9만개, 준비된 식사 36,000 

인분, 작은 침대 1,000 개, 담요 1,300 장, 베개 1,400 개  

• 플래츠버그 소재 2 대대 108 보병대(2-108th Infantry)의 차량 4 대와 병사 13 명을 

포함하여, 아이스 잼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원할 

준비가 된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병사의 활동 

•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피해를 입은 연료 

탱크들을 평가하고 1 대의 전복된 연료 탱크에서 유출된 연료를 제거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연료 탱크들이 누출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 위에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주정부 및 지역 정부 비상 관리관들에게 상황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여러 대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및 지역 비상 관리 담당자를 돕기 위해 자원 및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을 전담했습니다. 교통부(DOT) 공무원들이 클린턴 카운티 공무원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평가를 돕고, 복구 작업을 용이하게 진행하도록 플래츠버그의 

공공 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와 협력할 것입니다.  

•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주민이나 교통 인프라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오세이블 리버(Ausable River) 상의 9 번 도로 

브리지(Route 9 bridge)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도로와 교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아이스 잼 홍수가 

입힌 단기적 및 장기적인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Eric Day 클린턴 카운티 비상 

서비스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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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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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