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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일 

CUOMO 주지사, 연안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 작업과 침수된 뉴욕시의 물빼기 작업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서는 벽난로 사용 금지 예외사항 발효 예정  

Long Island의 모든 주 소유 토지 폐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환경보호부(DEC)가 허리케인 Sandy에 따른 긴급 복구를 위해 
일반허가(General Permit) 사용을 허용하고 침수된 뉴욕시의 물빼내기 작업을 위해 허가 요건을 
유예하기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했다고 알렸습니다. 일반허가란 시 자치단체와 
민간토지소유자가 비상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뉴욕주 연안 지역에 있는 해안가, 도로, 다리를 
안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욕시의 물을 빼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 요건의 
유예로 거주민들과 사업체들은 피해 건물에서 즉시 물을 빼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중요 시설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태풍에 주 전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선포로 각 
지역사회는 DEC가 확인한 최우수 사례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C 장관인 Joe Martens은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주지사의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DEC는 폭풍 해일, 강한 바람, 홍수로 야기된 피해에 맞서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피해 
지역에 비상관리팀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들 팀은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리케인의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사업체, 주택보유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DEC는 시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부동산, 도로, 다리를 안정화시키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일반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연안지역 침식  
 
허리케인 Sandy의 바람 및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및 민간인 시설의 대대적인 
피해와 연안지역 및  방파제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화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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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상당 부분은 연안 지역, 보호 수로 및 습지와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DEC가 확인한 최우수 사례를 활용해 어디서든 천연자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구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DEC는 직원들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들과도 상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Long Island와 New York City의 연안지역과 Lower Hudson Valley의 조수 지역의 복구 작업을 위해 
온라인 작성이 가능한 새로운 일반허가서를 사용하여 안정화 및 복구 프로젝트 허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 DEC는 자체적으로 DEC-인증 연안지역 침식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Long 
Island 내 타운들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허가는 환경보호법(ECL) 제25조와 제34조에 
따라 규제 대상 작업에 적용됩니다. 이 허가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허용됩니다.  
 
일반인들은 조류가 빠르고 물에 가라앉은 쓰레기들이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개울, 강, 
호수, 연안지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연자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작업은 DEC와 상의를 
거친 후에 한해 시행해야 합니다. 단,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즉시 필요한 작업은 예외입니다. 
허리케인 Sandy에 따른 복구 활동을 위해 일반허가서 및 최우수 사례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dec.ny.gov/index.html를 방문하십시오. 이 밖에 지역환경허가사무소(Regional 
Environmental Permits Offices)를 이용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무소 목록은 
http://www.dec.ny.gov/about/39381.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C는 현재 지역 및 연방 파트너들과 함께 뉴욕 연안지역의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 단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DEC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사례:  

•  Smith Point County Park, Suffolk 카운티: 자연 지역에 자리해 있고 Moriches Inlet 서쪽 
방파제에서 서쪽으로 약 5,000 미터 지점에 위치한 Smith Point 카운티 Park의 Fire Island의 
50 야드가 파손되었습니다.  
•  Moriches Inlet 및 Cupsoque 카운티Park, Suffolk 카운티: Moriches Inlet이 파손되었고 
Moriches Inlet의 동쪽 방파제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Cupsoque 카운티 Park은 거의 
완전히 Moriches Bay로 쓸려가버렸습니다.  
•  Fire Island, Suffolk 카운티: National Park Service는 Fire Island를 따라 많은 곳이 
파손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위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은 이 지역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Rockaway Beach, Queens: Rockaway Beach는 수 마일의 보드워크, 인명구조 초소 및 
운동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로 황폐화되었습니다. 50여개 주택이 불탔고 거리와 
건물들이 침수되었습니다. 

http://www.dec.ny.gov/index.html
http://www.dec.ny.gov/about/39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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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는 다음 지역에 있는 해변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Nassau 카운티의 Long Beach  
•  Nassau 카운티의 Robert Moses Park  
•  Nassau 카운티의 Jones Beach: 해변이 범람했고 바닷물이 바다에서 만까지 섬을 
뒤덮었습니다. 
• Meschustt Beach, Suffolk 카운티: 12-피트의 모래 언덕이 유실되었습니다. 
•  National Seashore, Fire Island, Suffolk 카운티 

 
뉴욕시에서 물 빼내기 작업을 위한 허가 요건 유예  

사업체 및 주택소유자들이 침수된 부동산에서 물을 빼낼 때 필요한 허가 요건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즉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에 상당한 추가피해 또는 
상당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 위를 떠다니는 연료유와 같이 물에 상당히 회복 
가능한 물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을 빼내기 전에 이를 수거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 유예는 2012년 11월 6일까지 유효하며 긴급 대응이 필요한 침수 관련 
배출물에만 적용됩니다.  

상당한 유출이 발생한 경우 소유주 또는 작업자는 유출 사실을 DEC의 Spill Hotline(1-800-
457-7362)으로 신고하고 뉴욕시 하수도로 빼내기 전에 환경 계약업체를 이용해 해당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 및 취급해야 합니다. 누출된 원유 또는 위험 물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계약업체는 수거 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은 다음 웹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dec.ny.gov/regulations/2634.html - 누출 통지 요건  
•  http://www.dec.ny.gov/public/76659.html - 일반 폭풍 대응 정보 
•  http://www.dec.ny.gov/chemical/86505.html - 폭풍우/홍수 시 거주지역에서의 연료유 
청소  

 
폐수 처리 시설 
 
DEC는 지역의 폐수 처리 시설 운영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Sandy 강타 이후 
현재까지 DEC에 보고된 내용의 요약물입니다: 

http://www.dec.ny.gov/regulations/2634.html
http://www.dec.ny.gov/public/76659.html
http://www.dec.ny.gov/chemical/865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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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시설물의 침수 피해 보고  
•  월요일 이후 일부 지점에서 10개 시설물의 부분 처리 또는 미처리 폐수 방류 보고 
•  4개 시설물이 현재 시각까지 아직도 부분 처리 또는 미처리 폐수 방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 부분 처리 또는 미처리 폐수가 수로로 유입되는 양을 파악할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누수 
 
630여개 폭풍 관련 누수가 DEC의 Spills Hotline으로 신고되었습니다. DEC 직원은 현재 이들 누수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약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누수 
청소를 위해 계약업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벽난로 사용 금지 예외사항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시 자치단체를 돕기위해 뉴욕주 DEC가 타고 남은 화목재 금지 
예외조항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시 자치단체는 폭풍에 대비해 수집한 
나무가지와 덤불과 같은 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DEC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공무원의 쓰레기 소각 요청서는 관련 DEC Regional Office의 Regional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 
앞으로 보내야 하고, 시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 정보, 소각 위치, 화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사무소의 연락 정보는 http://www.dec.ny.gov/about/50230.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발생한 목재 쓰레기 처리의 필요성을 담은 요청의 경우, DEC는 집행 
재량권을 이용해 평상시 주 법규(6 NYCRR Part 215)에 따르면 금지되어 있는 소각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허가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가능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행 재량권 행사는 공개 소각에 관한 DEC의 금지에만 적용되며, 기타 모든 
요건은 유효합니다.  
 
뉴욕주에서의 공개 소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DEC 
웹사이트(http://www.dec.ny.gov/chemical/58519.html)를 방문하십시오.  
 
목재 반출 제한 
 
DEC는 주택보유자, 계약업체, 시 자치단체에게 목재 쓰레기로 침습성 외래 해충들이 서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폭풍 피해 지역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나무를 죽이는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의 반출을 제한하는 주 및 연방 해충 격리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www.dec.ny.gov/about/50230.html
http://www.dec.ny.gov/chemical/58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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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버드나무하늘소 격리는 Long Island와 New York City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 NYSDAM(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지역 
바깥으로 목재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의 목재 및 목재 쓰레기 반출에 관한 
정보는 NYSDAM의 웹사이트 http://www.agriculture.ny.gov/PI2/alb.html를 참조하십시오. 
 
DEC, NYSDAM, USDA의 동식물건강검사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은 EAB(emerald 
ash borer)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곳의 Hudson Valley 카운티와 뉴욕 서부 16개 카운티를 
격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격리로 종(種)과 관계 없이 어떤 물푸레나무이건 장작나무이건 격리된 
카운티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쓰레기는 그 쓰레기가 생겨난 카운티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토막 나무 
쓰레기는 대개 어떤 해충이든 제거하고, 식물의 뿌리 덮개, 침식 제어, 연료에 적합한 물질을 
만들고 또는 증량제로도 사용됩니다. 통나무에서 나온 목재 쓰레기는 허가 받은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차후 처리 또는 사용을 위해 비축해둘 수 있습니다. 침습성 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려면 
화목으로 판매되거나 버려지는 통나무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DEC 화목 및 EAB Hotline은 1-866-640-065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다이렉트 
링크로 DE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폭풍 쓰레기 관리: http://www.dec.ny.gov/regulations/8751.html.  
•  화목 반출 및 법규: http://www.dec.ny.gov/animals/28722.html  
•  EAB(Emerald ash borer): http://www.dec.ny.gov/animals/7253.html  
•  아시아 버드나무하늘소: http://www.dec.ny.gov/animals/7255.html  

 
주 소유 토지 폐쇄 
 
Nassau와 Suffolk 카운티에 있는 모든 DEC 부동산은 모든 조사가 끝나고 잠재적인 위험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냥, 하이킹, 바이킹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폐쇄되는 인기 있는 DEC 소유 지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Otis Pike Preserve 
• Rock Point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rea 
• Westhampton Management Area 
• West Tiana 
• Barcelona Neck 
• Sarnoff Pine Barrens Preserve 
• Randall Pond/Ridge Conservation Area 

http://www.agriculture.ny.gov/PI2/alb.html
http://www.dec.ny.gov/regulations/8751.html
http://www.dec.ny.gov/animals/28722.html
http://www.dec.ny.gov/animals/7253.html
http://www.dec.ny.gov/animals/7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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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위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폐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DEC에 (631) 444-0350로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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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