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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열대 폭풍 프레드로 타격을 입은 각 커뮤니티를 위하여 주요 재난 

선언에 대한 연방 승인 발표  

  

앨러게니, 카유가, 코트랜드, 루이스, 오나이다, 스튜벤, 티오가, 예이츠 카운티 공공 소유 

시설 및 인프라 재건에 공공 보조를 위한 자격 통과  

  

주지사 FEMA에 스튜벤 카운티를 위한 개별 보조 요청 승인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8월 중순 열대 폭풍 프레드가 초래한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는 지방 정부를 위해 연방 재정 보조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8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주요 재난 선언 요청을 Biden 대통령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공공 소유의 인프라 및 시설에 총 피해액 3,620만 달러 이상이 보고된, 

엘러개니, 카유가, 코트랜드, 루이스, 오나이다, 스튜벤, 티오가, 예이츠 카운티 지방 

자체단체에 공공 보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계속하여 FEMA 및 연방·주·지방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뉴욕주민들이 이번 여름 뉴욕주를 강타한 몇 차례 폭풍 피해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 지방 공무원 및 FEMA과 

협력하여 피해 사정을 수행한 뉴욕주 담당자들의 헌신 덕택에, 많은 업스테이트 

커뮤니티들이 이제 절실했던 연방 보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나서 준 Biden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스튜벤 카운티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개별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받도록 행정부와 계속하여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공적 보조 대상 주요 재난 지역 선정은 지방 커뮤니티들이 홍수 관련 피해에서 원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FEMA의 

공공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잔해 제거, 비상 방재 조치, 도로·공립학교· 

다리·공원·병원·경찰서·소방서·수도 및 폐수 처리 시설·기타 공공 시설 등 공공 소유 

인프라의 보수 및 재건 등의 활동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재해 선포를 통해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State'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공 지원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복구 프로젝트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격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 및 지역 공무원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고 

결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확인되고 초기 현장 방문을 수행하면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부서 직원 및 현지 관계자는 프로젝트 워크시트(Project 

Worksheet)를 개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피해 기술, 작업 범위 및 비용 견적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종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자격 검토 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의무화됩니다.  

  

스튜벤 카운티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뉴욕주의 

기금 요청에 대한 부분은 연방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스튜벤 카운티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이 요청을 갱신할 것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저녁과 밤사이, 광범위한 돌발 홍수가 발생하여, 특히 스튜벤 카운티 

곳곳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몇몇 수상 구조 및 대피를 

초래하였습니다. 환경보존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수상구조팀(Swift Water Rescue)과 뉴욕주 경찰, 화재 예방 및 통제 사무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직원들이 6개 다른 지방에 있는 다수의 수해 가정에 

출동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은 홍수에 집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동안 몇몇 장소로 나누어 

대피하였고, 주 고속도로 열 곳이 홍수로 폐쇄되고 잠재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 발생 후,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는 연방 재난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피해를 사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였습니다. 예비 피해 사정이 확정된 이후, 

뉴욕주는 연방 측에서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 과정 내내 FEMA 및 

지방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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