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덟 개 카운티에서 연방의 지원을 받도록 연방 재해 선언(FEDERAL 

DISASTER DECLARATION) 요청  

  

8월에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에 지원금 제공 요청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주지사의 서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에 8월 극심한 폭풍우가 왔을 때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8개 카운티에 대규모 재해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승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재해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하면 연방 정부는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복구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에는 응급 보호 조치, 잔해 제거, 공공 건물 및 인프라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요청의 대상인 8 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룸, 셔멍, 셔냉고, 컬럼비아, 델라웨어, 

스카일러, 세네카, 티오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는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렇게 큰 손실과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에서 

지난달 홍수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으므로 저는 연방 정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자금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은 극심한 기후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폭풍의 

여파에서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재해 

선언(Disaster Declaration)을 승인하여 8월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여덟 개 

카운티가 복구 노력을 계속하고 더 튼튼하게 재건하도록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EMA_Disaster_Declaration_Signed_Package_9.12.2018.pdf


 

 

Cuomo 주지사는 8월 24일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전문가 팀들이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인프라 수리, 잔해 제거, 구조물 손상 등으로 3,6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예비 손실 평가(Joint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를 요청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잔해물 제거, 비상 보호 조치와 도로, 학교, 다리, 공원, 병원, 파출소, 소방서, 

상수 및 하수 처리 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해 대통령에 의해 선언된 재해 이후에 

파손된 공공 인프라의 수리와 재건 같은 로컬 정부 활동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연방 정부 지원 요청은 복구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폭풍우의 피해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연방 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복구 활동에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정보는 2018년 7월 22일부터 30일 동안 이 

지역들에 내린 강수량이 10에서 20인치 사이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 8월 

폭풍우는 폭우, 갑작스런 홍수, 강풍을 생성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습한 기간 동안 땅이 

젖어 핑거 레이크스 지역과 콜롬비아 카운티 전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이 한창 지속되는 동안 도로는 홍수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도로, 다리, 지하 

배수로에서는 물이 넘쳐 도로 갓길 침식, 다리 손상, 지하 배수로와 도로 완전 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해당 지역에서 1,500곳 이상의 주택과 

사업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와 지방 대처자들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 캠프장에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대피시켰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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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와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시거나 팔로우 

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dhses.ny.gov/
http://www.dhses.ny.gov/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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