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온타리오 호 피해 지역의 도로 수리, 홍수방벽 및 공공 용수 시설에 

1,000만 달러 지원 발표 

 

새로운 타깃형 투자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의 홍수 복구 지원 

  

온타리오 호 홍수 지원에 바가지요금이 의심되는 뉴욕시민은 상담 전화 866-244-

3839번으로 신고 가능 

 

이동 지휘본부 배치를 계속하여 보험 청구와 긴급 허가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호숫가를 따라 홍수 피해를 

본 지방정부에 1,000만 달러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홍수방벽, 도로, 인도 및 배수로뿐만 아니라 공공 용수와 하수관 시설에 대한 수리를 

포함한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에 Cuomo 주지사의 2017년 5월 2일에 발표한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지정된 카운티 지방정부의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달 초에 주지사는 피해당한 해안가 안정 프로젝트의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카유가(Cayuga), 제퍼슨(Jefferson), 먼로(Monroe), 

나이아가라(Niagara), 올리언스(Orleans), 오스위고(Oswego),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웨인(Wayne) 등 카운티에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밖에 온타리오 호 호수가 지역의 주민 지원과 대응 작업 감독을 위한 온타리오 호 

긴급대응팀의 직원을 계속하여 파견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와 세인트 로런스 강(St. Lawrence 

River)의 수위가 지속하여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가족들과 커뮤니티의 재정과 개인 요금 완화에 쏟아야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우리는 여러 기관의 대응 노력을 늘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clares-state-emergency-communities-impacted-lake-ontario-flooding


4월 말부터 재해 카운티 당 최소 한 대로 총 11대의 모래주머니 기계로 만든 120만 포대 

이상의 모래주머니가 배치되어 재해 지구의 손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밖에,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가 현장팀에 배치되어 현장에서 주 정부와 지역 

응급 관리 직원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맡았습니다. 

 

페어 헤이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의 

우리 커뮤니티는 제퍼슨 카운티에서 나이아가라까지의 호숫가를 따라 여러 군데에서 

홍수가 도로, 홍수방벽 및 공공 용수 시설에 입힌 피해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 정부 지원금 1,000만 달러를 이들 커뮤니티에서의 필요한 시설 

수리에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동 지휘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인력, 모래주머니 및 지원을 계속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바가지 가격 신고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온타리오 호 홍수 지원에 바가지요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 

전화 866-244-3839번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바가지요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주민과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소비 물품 

혹은 서비스에 관하여 지나친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여길 시 이 신고 전화에 연락하면 

직원이 주무부 소비자 보호 부서에 연계해 드립니다.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이밖에 주에서는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해줄 금융 서비스부 직원이 

관리하는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를 

배정한 이래 700명 이상의 주민이 재해를 입은 8개 카운티의 여러 장소에서 보험 청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동 지휘본부에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직원이 폭풍 피해 복구 일반 허가 (Storm Recovery General Permit)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특정 유형의 수리와 허가받은 안정화 작업에 관해 설명해드리며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특정 사례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DEC는 

현장 허가를 내주거나 신속한 추가 검토와 허가에 필요한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허가 규정에 따른 신청서 승인을 받으려는 주민들은 미리 와서 일반 

허가와 신청서 설명을 읽으셔야 하고. 신청한 작업이 일반 허가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며 일반 허가 신청서 GP-0-17-006양식을 작성하고 그림, 계획, 사진(해당 시) 및 

위치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밖에 DEC는 또한 경험이 풍부한 해안 엔지니어팀을 온타리오 호에 파견하여 땅 

소유주들을 만나고 현장 방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호 구조물을 수리하고 

http://www.dec.ny.gov/permits/89343.html
http://www.dec.ny.gov/docs/permits_ej_operations_pdf/gp017006appl.pdf


집주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환경보존부 (DEC)의 엔지니어들은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DEC는 247건의 허가서를 

발부했습니다.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는 앞으로 닷새간 다음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 밖에,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를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은 금융서비스부의 재해 상담 전화 1-800-

339-1759번으로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해주시면 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웨인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소더스 포인트 빌리지 

Sodus Point Beach Park 

7958 Wickham Blvd. 

 

제퍼슨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라임 타운 (Town of Lyme) 

차우몬트 의용소방대(Chaumont Volunteer Fire Department) 

11385 NY Route-12E 

 

5월 22일 월요일 

오스위고 카운티-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멕시코 타운 (Town of Mexico) 

뉴욕주 교통부(DOT) 시설유지 센터 

5846 Scenic Ave. 

 

카유가 카운티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페어 빌리지(Village of Fair) 대피소 

Fair Haven Village Hall 

14523 Cayuga St. 

 

5월 23일 화요일 

나이아가라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뉴페인 타운 (Town of Newfane) 

Olcott Fire Company 



1691 Lockport-Olcott Road 

 

올리언스 카운티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켄트 타운 (Town of Kent) 

County Marine Park 

Point Breeze Road (Route 98) 

 

5월 24일 수요일 

먼로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파르마 타운 (Town of Parma)  

Town Hall 

1300 Hilton Parma Rd 

Parma, NY 

 

제퍼슨 카운티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전 10시 – 오후 8시  

라임 타운 (Town of Lyme) 

차우몬트 의용소방대(Chaumont Volunteer Fire Department) 

11385 NY Route 12E 

 

5월 25일 목요일 

웨인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Sodus Point 

Sodus Point Beach Park 

7958 Wickham Blvd 

 

세인트 로런스 - 뉴욕주 응급대응 이동 지휘본부  

오그덴스버그 시 (City of Ogdensburg) 

100 Riverside Avenue (The Dobinsky Center) 

 

만약 이동 지휘본부 방문이 어려우면 DEC의 지역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신속한 허가, 

현장 조사 및 기술 안내로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C 지역 사무실에서는 

지난달부터 336부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168건의 일반 허가서, 35건의 개인 허가서 

및 44건의 응급 승인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신청서들은 검토 중입니다. 

 

DEC의 지역별 허가 사무소 연락처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6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Dulles State Office Building  

317 Washington Street 

Watertown, NY 13601-3787 

전화: 315-785-2245 

팩스: 315-785-2242 

이메일: dep.r6@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7 

(카유가 및 오스위고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615 Erie Blvd. West, Room 206 

Syracuse, NY 13204-2400 

전화: 315-426-7444 

팩스: 315-426-7425 

이메일: dep.r7@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8 

(먼로, 올리언스 및 웨인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6274 East Avon – Lima Road  

Avon, NY 14414-9519 

전화: 585-226-5400 

팩스: 585-226-2830 

이메일: dep.r8@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9 

(나이아가라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270 Michigan Avenue  

Buffalo, NY 14203-2915 

전화: 716-851-7165 

팩스: 716-851-7168 

이메일: dep.r9@dec.ny.gov 

 

지역 자원 배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산하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온타리오 호 수위 상승 감시와 관련하여 카운티 및 지역 파트너와 

mailto:dep.r6@dec.ny.gov
mailto:dep.r7@dec.ny.gov
mailto:dep.r8@dec.ny.gov
mailto:dep.r9@dec.ny.gov


공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기타 주 비축물자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자원은 먼로 카운티의 여러 장소로 이동됩니다. 지금까지 120만포대 이상의 

모래주머니가 피해 지역에 배치되어 홍수 방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과 

같은 카운티에 현재 배치되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40,000포대 모래주머지 배치(그중 미 육군 공병대에서 20,000포대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1대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2317 Green Street Ogdensburg 

  

제퍼슨 카운티  

• 170,000포대 모래주머지(그중 미 육군 공병대에서 50,000포대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2대 배치  

• 30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Chaumont의 8번 도로와 12E 도로의 교차점  

• 케이프 빈센트(Cape Vincent)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라임 타운과 케이프 빈센트 

타운에 보낼 모래주머니를 현장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 139,000포대 모래주머니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1대 배치  

• 32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메이플뷰(Mapleview)의 104번 국도  

  

카유가 카운티  

• 85,000포대 모래주머니 배치  

• 1대의 모래주머니 장치  

• 20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지방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14523 Cayuga Street, Fair Haven  

  

웨인 카운티  

• 255,000포대 모래주머니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2대 배치  

• 47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7290 Ridge Road, Sodus  

• 지방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7452 Seaman Street, Sodus Point  

• 2개의 호스와 펌프  

• 2마력 6인치 펌프 

  

먼로 카운티  

• 322,000포대 모래주머지 배치(그중 미 육군 공병대에서 30,000포대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2대 배치  

• 64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198 East Manitou Road, Hilton  

• 지방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1 Long Pond Road, Rochester  

• 24개의 펌프  

• 12마력 4인치 펌프  

• 2마력 6인치 펌프  

• 10마력 3인치 펌프 

  

올리언스 카운티  

• 130,000포대 모래주머니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1대 배치  

• 52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주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 14410 Route 31, Albion  

• 3곳의 교정감독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교도소  

• 켄달 타운(Town of Kendell)에 2곳  

• 칼턴 타운(Town of Carlton)에 1곳 

나이아가라 카운티  

• 60,000포대 모래주머니 배치  

• 모래주머지 장치 1대 배치  

• 10명의 주 방위군 대원 배치  

• 지방 모래주머니 장치 작동 위치:1691 Lockport Road, Olcott  

• 14개의 펌프와 여러개의 호스  

• 12마력 3인치 펌프  

• 2마력 6인치 펌프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는 계속하여 

자매기관과 지방 및 카운티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12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지원과 

장비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NYSDOT 직원들은 3,7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여 

170,000포대 가까이의 모래주머니를 재해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 co)은 계속하여 현재 상황, 특히는 고수위, 호수가 

침식 및 잔해 누적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합니다. 직원들은 취약한 시설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재해 쓰레기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 

직원들은 수위가 내려간 후 장기 영향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원은 대중에 

개방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을 준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원 방문자는 반드시 

www.nysparks.com을 확인하거나 지방 공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공원 운영시간, 개장과 

마감 시간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하루빨리 우리 주의 모든 재난을 알리는 무료 경보 시스템인 NY-

Alert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www.nyalert.gov를 참조하십시오. 

수해 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 사이트 

www.dhses.ny.gov/oem/safety-info/flood를 참조하십시오. 폭우 복구 허가(Storm 

Recovery Perm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허가 및 신청자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c.ny.gov/permits/89343.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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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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