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3월 눈폭풍으로 인한 주요 재해 선포 연방 정부 승인 발표 

 

기록적인 “겨울 폭풍 스텔라(Winter Storm Stella)”의 피해를 입은 28개 카운티 공적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3월 14-15일간 발생한 “겨울 폭풍 

스텔라(Winter Storm Stella)”로 알려진 눈폭풍으로 인해 전국 28개 카운티가 주요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폭풍의 여파로 구조 

비용 및 인프라 손상에 3,14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카운티에 대한 주요 

재난 지역 선포는 2,770만 달러의 피해액 기준이 충족되어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다음 단계가 됩니다. 지원에는 

응급 보호 조치, 파편 제거 및 공공 인프라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28개 카운티에는 올버니, 브룸, 셔냉고, 클린톤, 컬럼비아, 코트랜드,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프랭클린, 풀턴, 그린, 해밀턴, 허키머,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오를린즈, 

옷세고,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서퍽, 설리번, 티오가, 톰킨스, 얼스터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이 점점 빠르게 일상화됨에 따라,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폭풍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모든 부문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복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재해 지역 선언은 커뮤니티가 폭풍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 및 주정부 

기관은 위험한 폭풍이 상륙하기 전, 상륙 중, 상륙한 후에 주민들을 안전하기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연방 정부 지원 요청이 복구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연방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FEMA 지역 II의 현지 

파트너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재해 지역 선포는 커뮤니티가 이 폭풍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폭풍우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량의 젖은 눈과 

강풍이 나무 수천 그루를 쓰러뜨렸으며, 이로 인해 뉴욕주 전역 주민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17,000건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방위군 

1,400명이 폭풍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으며, 지역 응급 구조 요원은 

커뮤니티 칼리지 운동 시설 및 낙농 창고 여러 곳을 비롯한 지붕 붕괴 사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말론 마을의 새먼 강(Salmon River)을 따라 1마일 길이의 빙집(ice 

jam)이 발생하여 지역 정수 처리장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하였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눈폭풍 동안 기록을 경신하거나 또는 

기록에 근접한 강설량이 관측되었습니다. 브룸 카운티에서 36인치의 기록적인 강설량이 

관측되었으며, 셔냉고 카운티에서는 35인치의 강설량이 관측되었습니다.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델라웨어 카운티에서는 기록에 거의 근접한 30인치의 강설량이 

관측되었습니다. 눈폭풍 동안 뉴욕주 전역에 시간당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주지사는 3월 14일에 지역 비상 사태를 선언했으며, 폭풍의 심각성으로 인해 40 개 

지자체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의료 인력 수송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폭풍이 가장 

강력할 시기에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피난소 3곳과 온방 센터(Warming center) 5곳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 Cuomo 주지사는 공동 예비 손실 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PDA) 형식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2017년 3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PDA 실시 결과로 폭풍 대응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3,14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및 카운티 지출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긴급 작업 및 심각한 폭풍으로 손상된 시설의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위해 

비용 분담 방식으로 주정부, 자격을 갖춘 지자체 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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