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카운티 8 곳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피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피해 평가 촉구  

  

이번 주에 공동 공공 지원 예비 피해 평가(Joint Public Assistance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에 참여하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기술 지원팀이 8월 

초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카운티 8 곳에서 공동 공공 지원 예비 피해 평가(Joint 

Public Assistance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총 피해액이 연방 정부 보조금 요건인 2,829만 달러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피해액이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 재난 선포가 이루어지며 인프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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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일러, 세네카, 티오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폭우와 돌발 홍수로 인프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합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대표자들이 더 일찍 우리의 피해 추정치를 

검증할 수록, 우리는 더 일찍 조치를 취하여 지금 필요한 기금과 지원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초에 뉴욕주 전 지역에 폭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여 도로, 교량, 기타 주요 

인프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평가팀은 피해 지역을 

둘러본 후, 피해를 입은 카운티의 지역 비상 관리관들과 만나 총 피해액의 추정치를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를 근거로, 주정부는 총비용이 재난 선포를 위한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해 복구 

사무국(Disaster Recovery Office)의 평가팀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보면서 

공무원들을 만나 함께 인프라 피해액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총 피해액 추정치가 재해 

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피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사무국과 지역 비상 관리관들이 이 공동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뉴욕에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는 2017년에 두 차례의 주요 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생한 극심한 겨울 폭풍과 눈보라의 피해를 입은 카운티 28 곳에 대한 주요 재난 선포가 

7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주변의 카운티 8 곳에 대해서도 홍수 

피해로 인한 주요 재낸 선포가 11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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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 페이지(DHSES Facebook page)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를 @NYSDHSES로 팔로우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 

하시거나 www.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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