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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CHUMER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GILLIBRAND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및및및및 KING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이상이상이상이상 

기상기상기상기상 현상으로부터현상으로부터현상으로부터현상으로부터 SOUTHSIDE HOSPITAL의의의의 의료의료의료의료 능력을능력을능력을능력을 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37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승인을승인을승인을승인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연방지원금연방지원금연방지원금연방지원금, Suffolk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중요중요중요중요 돌봄돌봄돌봄돌봄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보호하고보호하고보호하고보호하고 이이이이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속성에지속성에지속성에지속성에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주다주다주다주다  
 
 
Andrew M. Cuomo 주지사, Charles E. Schumer 및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Peter 

King 하원의원은 오늘 Bayshore의 2,370만 달러 규모의 Southside Hospital 완화 

프로젝트가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의 위험완화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outhside Hospital은 중요한 Suffolk County 의료시설로 

Great South Bay와 근접해 있어서 이상 기상 현상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의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목적으로 병원과 피해 완화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1,778만 달러의 연방 상환금을 받을 것입니다.  

 
“병원들은 상황과 상관 없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이상 기상 현상 방생 시 중단 없는 중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2,300만 달러의 위험 완화 프로젝트는 향후 폭풍 발생 시 병원 시설이 더 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Bay Shore의 Southside Hospital에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 연방 기금은 Southside Hospital이 이상 기후 발생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중단없이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다음 번 

재난이 다가올 때 매우 중요합니다.” 

 
“초강력태풍 Sandy는 우리 커뮤니티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중요한 FEMA 

자금지원은 이곳 롱아일랜드에 있는 Southside Hospital의 구조 수리 및 리노베이션에 꼭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outhside Hospital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2,370만 달러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일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프라를 더욱 튼튼히 재건하고 다음 번 태풍이 닥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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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side Hospital은 Suffolk 카운티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Peter King 하원의원이하원의원이하원의원이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금은 병원의 복원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 발생 시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EP(Emergency Department) 문에서 ER및 기타 중요 연결점까지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배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역체크 밸브 설치와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는 지붕 밸러스트 제거 및 창문 교체를 통해 기존의 건물 외부 

상태를 강화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지중배전선로 실외 주요 

변전기의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전기/IT 룸이 마련될 것입니다. 

 
“Northwell Health는 Schumer 및 Gillibrand 상원의원, Cuomo 주지사가 향후 발생할 침수 

피해로부터 Bay Shore에 있는 Southside Hospital를 보호하기 위해 2,370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지원해주신 점을 감사 드립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Northwell Health(과거과거과거과거 North Shore-

LIJ Health System)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ichael J. Dowling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outhside가 

초강력태풍 Sandy 발생 시 운영되고 있었지만, Great South Bay에 위치해 있어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가능해질 인프라 개선과 업그레이트로 향후 폭풍 

발생 시 병원은 앞으로도 Southside가 만나게 될 다양한 인종, 민족 및 사회경제 

커뮤니티의 보건 필요에 맞춰나갈 것입니다.” 

 
국토보안비상본부의국토보안비상본부의국토보안비상본부의국토보안비상본부의 John P. Melville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국토보안비상본부, FEMA 및 우리의 현지 파트너들이 우리의 중요한 보건 시설들을 

마련하여 심각한 폭풍 발생 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FEMA는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뉴욕주가 복원 능력을 증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맞추어 미래의 재난 관련 상실과 피해 위험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초강력태풍 Sandy가 뉴욕주의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간 후,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에게 최근의 자연재해 속에서 

커뮤니티를 더 스마트하고, 튼튼하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로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보비상대책반국토안보비상대책반국토안보비상대책반국토안보비상대책반 소개소개소개소개 

국토안보비상대책반(DHSES)과 4개 본부(대테러실, 재난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및 

상호작전긴급통신실)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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