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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3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홍수홍수홍수홍수 경보경보경보경보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NYS CCB(Canal Corporation Board) 승인으로승인으로승인으로승인으로 보다보다보다보다 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 적시적시적시적시 홍수홍수홍수홍수 예보예보예보예보 능력을능력을능력을능력을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정이과정이과정이과정이 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새로운 업스테이트 뉴욕 홍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지역 

전반에서의 홍수 가능성에 대한 예측 횟수, 정확도, 모델링 및 매핑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업스테이트 뉴욕은 뉴욕의 역사상 몇 번에 걸친 최악의 홍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더 크고 예측을 어렵게 하는 폭우를 야기하는 기후의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경보 시스템은 뉴욕주 및 

지방의 응급 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응급 활동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운영하고 물조절 및 긴급대피와 관련해 적시의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있고 향후 우리의 자연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는 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CCB는 2013년 9월 11 마지막 회의에서 연방비상관리기구의 기금 승인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습니다. CC(Canal Corporation)는 글로벌 홍수 예측과 대대적인 지역 수문학 및 수압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을 이끌기 위해 Riverside Technology, Inc.와 그 하위 컨선턴트를 

지정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최신의 개선된 홍수 경보 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850만 달러의 

위험경감보조금제안서(Hazard Mitigation Grant Proposal)를 FEMA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보 시스템은 27개 업스테이트 카운티에 자리한 세 곳의 분수령, 즉 Oswego River Basin, 

Mohawk River Basin, Upper Hudson River Basin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 곳은 오랫동안 홍수 재발로 

문제가 되던 곳입니다. 이 활동은 총 13,000 평방마일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2006년 이후, 세 번의 

개별적인 홍수 발생(2006년 여름, 허리케인 Irene/2011년 열대성 폭우 Lee, 최근 2013년 폭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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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및 공공 인프라에 수 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은 

홍수로 야기되는 재산 손실을 15%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수 경보 시스템은 기수 예측, 강수량, 새로 설치되었거나 기존의 증기 게이지를 활용하여 홍수 

경보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커뮤니티는 예측 지역과 홍수 높이를 

보여주는 온라인 지도와 통합된 보다 정확한 홍수 경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장응급처치자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 발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조기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언제라도 온라인에 접속하여 어느 지역이 여러 강도의 홍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수 경보 시스템의 모습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flood-graphic2.jpg 

NYS 운하 시스템(Canal System) 지도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NYSCC-flood-warning-system-map.pdf 

 

현재의 홍수 경보 시스템인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홍수예보시스템(Advanced 

Hydrologic Prediction Service)은 정확한 예보를 항상 직접적으로 얻을 수는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뉴욕의 제안은 예측 빈도, 정확성, 모델링 및 매핑을 크게 개선시켜 이러한 유역에 존재하는 많은 

틈을 메워줄 것입니다. 

 

“운하 시스템을 따라 자리한 커뮤니티들은 업스테이트 뉴욕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기상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들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Thruway Authority and Canal Corporation의 

Howard P. Milstein 의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보 시스템은 우리에게 정부 기관들의 준비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켜 이러한 수행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홍수 예측 능력 개선은 이러한 대형 폭우 발생 시 우리 커뮤니티 보호에 필수 요소입니다”라고 

Thruway Authority and Canal Corporation의 Thomas Madison 실무국장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지방 관리들은 홍수를 적절히 완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 모두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경보 시스템은 홍수보다 몇 단계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CC의 Brian 

U. Stratton 국장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지방 관리들이 활용하게 될 새로운 웹 기반 도구는 홍수 

발생 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홍수 최고 수위가 언제 발생할지를 알려주고, 이들 

유역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에측 및 최소화하는 능력을 배가시켜줄 것입니다.” 

 

Joe Martens 환경보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홍수 위험을 줄이고 폭우 및 

홍수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 시스템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기상 이상 발생 시 뉴욕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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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도모해주는 홍수 제어와 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주정부 기관들은 각 가정, 소상공인, 농장주의 홍수 보호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CC는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뉴욕주 Thruway Authority, 뉴욕주 환경보존부, 뉴욕주 

국토안보부, 국립기상청, 미국 지질조사국을 비롯해 많은 주정부 및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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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