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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대규모 뇌우 발행 후 ST. LAWRENCE 카운티에 비상 사태 선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 Lawrence 카운티와 주면 지역에서 주초에 발생했던 대규모 
뇌우로 인한 피해에 지방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화요일에 시속 60마일을 초과하는 강풍과 대규모 뇌우, 그리고 직경 1인치가 넘는 우박과 
집중적인 호우가 St. Lawrence 카운티와 주변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했고 주택, 아파트, 사업체, 공공 및 민간 재산 등이 파손되고 수 많은 수목이 손상되고 
쓰러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뇌우로 St. Lawrence 카운티와 주면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 주 
비상 사태 선언은 피해 지역에 중요한 자원을 배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욕주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North Country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여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회복되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 사태는 뉴욕주가 지방 정부들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도와주고, 필요시 주지사가 대응 및 
복구 활동을 방해하는 법령 및 규칙과 규정을 일시 해제할 권한을 주어 주의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동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선언으로 주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지방 정부에게 주 자원을 전달하는 
능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선언은 St. Lawrence 카운티와 주변 지역에 적용됩니다. 
 
Joseph A. Griffo 상원의원은 “Cuomo 주지사가 Postdam 및 St. Lawrence 카운티의 주민에게 보여준 
신중한 배려, 염려, 신속한 대응에 감사 드립니다. 피해 지역을 먼저 방문하여 확인한 후, 특히 
North Country의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비상사태관리부(State Emergency Management 
Office)가 보여준리더십과 방침을 포함하여 주 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 
 
Addie Russell 의원은 “저는 St. Lawrence 카운티와 뉴욕주 비상사태관리부의 폭풍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층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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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도움을 통해 주택과 사업을 
신속하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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