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에 피해를 입은 구역의 원조를 위해 연방 정부 

재해 선언을 내릴 것을 요청  

  

재해 선언 시 8월 초 발생한 폭풍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방정부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예정  

  

요청에는 나소 및 서퍽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카운티에의 피해는 평가 중  

  

주지사의 편지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Tropical Storm Isaias)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주요 재해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내릴 것은 

연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재해 선포는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구를 진행할 수 되었습니다. 지원에는 응급 보호 조치, 파편 제거 

및 공공건물과 인프라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는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의 

삶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방 정부가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폭풍은 

공익사업회사가 방심한 틈을 탔으며 뉴욕주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뉴욕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카운티가 받은 피해를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현재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가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피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지사의 요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평가는 피해를 받은 지역의 다른 

카운티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가 충분한 손해를 확인하고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피해 역치를 넘는 경우 해당 카운티가 이를 포함하도록 요청이 

수정됩니다.  

  

Cuomo 주지사는 8월 21일에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전문가팀들에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나소 및 서퍽 카운티의 인프라 수리, 잔해 제거, 구조물 손상 등으로 4,8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예비 손실 평가(Joint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를 

요청했습니다. 이 총계는 다른 카운티의 피해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규정에 따르면, 주는 연방 정부가 재난을 선언한 후 그 요청에 영향을 받은 카운티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equest_For_Presidential_Disaster_Decloration_ISAIAS_Sept3_2020.pdf


 

 

  

Cuomo 주지사에 의해 요청되는 연방 원조는 연방 정부가 재해를 선언한 후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의 공적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이 보상금을 통해 잔해물 제거, 비상 보호 조치와 도로, 

학교, 다리, 공원, 병원, 파출소, 소방서, 상수 및 하수 처리 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공공 인프라의 수리와 재건과 같은 활동에 대해 배상합니다.  

  

국립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이사이아스 중심부는 2020년 8월 4일 

오후 3시에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약 65마일을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닥치면서 폭우와 

35~55mph의 강풍, 60~80mph의 돌풍으로 광범위한 정전, 도로 폐쇄 및 가정 및 공공 

인프라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폭풍의 영향은 대부분 뉴욕시, 롱 아일랜드, 그리고 가장 

높은 강우량을 기록한 로어 허드슨 밸리에 집중되었습니다. 4.55인치의 가장 높은 

강우량은 포트 저비스(Port Jervis)의 바로 북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스태튼 아일랜드 

철도(Staten Island Railway), 메트로-노스(Metro-North),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뉴욕시 및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서비스(Ferry Service)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중단과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더치스, 

나소, 오렌지, 퍼트넘, 퀸즈, 록랜드, 서퍽 및 웨스트체스터의 수많은 주도가 넘어진 

나무와 기타 바람 및 홍수 관련 피해로 폐쇄되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현재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 Mario M. 

Cuomo Bridge)에 빈 트레일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 속도를 35mph로 줄였습니다. 

공공사업체는 강풍과 호우로 인한 정전으로 피해를 받는 92만 명 이상의 전기 고객에게 

손상 대응 및 서비스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테러, 인재와 천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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