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2월 2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2월 폭풍 피해 지역사회를 위해 연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BIDEN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 선포 요청  

  

선포에 따라 이리, 제네시, 나이아가라, 세인트 로렌스, 서퍽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 연방 

재난 지원 제공하고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에 장례 지원 및 위기 상담 제공  

  

웨스턴 뉴욕의 눈보라에서 강풍 및 폭우로 인한 롱아일랜드의 홍수 등 2022년 12월 말에 

발생한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Hochul 주지사는 12월 26일 연방 비상 사태 선포를 확보하여 초기 대응 및 구조 운영 

지원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의 눈보라, 롱아일랜드 홍수 등을 야기한 12월 

겨울 폭풍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Biden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 선포(Major Disaster Declaration)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포가 승인되면 웨스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피해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리 및 

나이아가라 카운티 주민을 위한 장례 비용 지원 및 위기 상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12월 26일 연방 비상사태 

선포(Emergency Declaration)를 통해 연방 지원을 이미 확보했고 이에 따라 6일 동안 

대응 및 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Biden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 선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12월 발생한 대규모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연방 지원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풍으로부터 뉴욕 주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도울 것입니다."  

  

중대 재난 선포를 통해 1차적으로 FEMA의 Public Assistance Program를 통한 연방 재정 

지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지방 정부와 지원 대상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어 잔여물 처리, 보호 조치를 비롯해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처리 시설, 학교, 공원, 

기타 시설 등 건물 및 인프라 수리에 사용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ubmits-request-federal-emergency-declaration-historic-winter-storm-continue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61238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Bd9OW%2BJP8AKVCg%2F%2BLU4a%2BlnUD%2BhPiPFxBeb1RBuVN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ema.gov%2Fassistance%2Fpublic&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76860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7o%2Bz5knXwZvccCrNsbvE9MtBi5lJe5FS9WFJrPDlVY%3D&reserved=0


재난 발생 후,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산하 재난 회복 유닛(Disaster 

Recovery Unit)는 직접 연방 비상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및 피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재난 상황으로 야기된 피해와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산정이 끝난 후, FEMA는 주정부 및 피해 카운티가 연방 피해 지원 

하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 선포를 요청합니다.  

  

현재 피해 산정이 종료됨에 따라 Hochul 주지사는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 지방 정부의 제설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이리, 제네시, 나이아가라,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 대한 제설 지원(Snow Assistance) 등 이리, 제네시, 

나이아가라, 세인트 로렌스, 서퍽 카운티에 대한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 이리 및 나이아가라 카운티 주민 대상 추가 장례 지원(Funeral Assistance) 

및 위기 상담(Crisis Counseling).  

  

Jackie Bray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눈, 

결빙, 강풍, 추위가 합쳐진 형태로 주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2일간 버펄로에서 

계속된 눈보라로 인해 미리 배치된 응급 대원, 제설차, 유틸리티 직원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상황에서 활약한 응급 대원과 협력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턴 뉴욕 이리 카운티에서 37시간 동안 눈보라 상황이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고도 

5,000 피트 이하 지역에서 가장 긴 눈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적설 

역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약 이틀간 가시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극심한 추위와 정전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80,000개 가구 이상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기관 직원은 폭풍 발생 중 

웨스턴 뉴욕에서 650건 이상의 구조 작업을 진행했고, 지방 공무원들은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뉴욕의 비상 대응 요원의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리 카운티 주민 

46명, 나이아가라 카운티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폭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로 서퍽 카운티에 홍수가 발생하여 다수의 

잔해가 생기고 인프라 피해로 수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어 해안 

침식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겨울 폭풍 발생 전인 12월 23일 주 전역에 주정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했습니다. DHSES와 기타 주정부 기관은 국립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및 지역 정부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여 폭풍 전 일주일 동안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DHS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교통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또한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등에 폭풍에 앞서 

자원을 사전 배치했습니다. 추가 주정부 자원을 확보하여 방위군 800명 이상 등을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를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할 수 있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무국을 검색하거나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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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76860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Ks4oPJWJdmtlaDu%2BVNLZZCiyIUyUE6SNKLz0CJph%2F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DHSE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76860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vy%2FCr289kVs%2BQ96HhETIV4mzdgwpvXDQNhtvTowHF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instagram.com%2Fnysdhses%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76860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UU7bNye9B9lvgmqTlig1oeYQF2PIs9G7rYtQUe9vz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70176018e3344bd7b3e08db1672bb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845425376860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k9hBeOAHrhTHjmEmE8NCew%2Fr0jcrzG8eaScWeOCqBs%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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