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모호크 리버(MOHAWK RIVER)를 막고 있는 아이스 잼(ICE JAM)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홍수를 줄이는 데 성공적인, 수위를 낮추는 예방 조치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감소한 향후 홍수 가능성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 정부 기관 

사이의 공조 유지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호크 리버(Mohawk River)를 막고 있는 아이스 잼(ice 

jam)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이스 잼(ice jam) 현상으로 홍수 위험에 처한 스키넥터디 카운티 내 

지역사회의 홍수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모호크 리버(Mohawk 

River)를 따라 결빙되어 생긴 얼음들이 부서져서 그 얼음 조각들이 하류로 이동했습니다. 

기온이 낮아져 눈이 덜 녹게 되는 이번 주말은 홍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유리해집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 잼(ice jam)과 홍수의 영향을 받은 모호크 

리버(Mohawk River)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주정부 공무원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우리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홍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주민과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상 조건, 아이스 잼(ice jam) 감시, 카운티 및 지방 정부의 비상 사태 대응 준비, 주정부 

조치, 주정부 지원 요청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올버니 카운티 및 스키넥터디 

카운티, 스키넥터디 시, 뉴욕주 운하관리공사(State Canal Corporation),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등과 지난 1월부터 매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주정부는 약 5만 개의 모래 주머니를 이 지역에 

배치했으며, 모래 주머니 채우는 기계 2 대, 부속 호스와 여과기가 달린 펌프 10 대, 비상 

통신을 위한 극초단파 중계기(UHF Repeater) 2 대를 배치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올버니 카운티 직원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아이스 잼(ice jam)의 

크기, 범위,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십 번의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운하들은 빗물의 예측치를 예상하여 추가적인 저장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델타 저수지(Delta Reservoir) 및 힝클리 저수지(Hinckley Reservoir)의 수위를 예방 조치 

차원에서 우선 낮추었습니다. 이번 주에 모호크 리버를 따라 발생하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대처 활동에는 얼음을 깨기 위해 8 번 수문(Lock 8)에 배치된 1 대의 장대 

굴삭기를 비롯하여 24 시간 운영하는 2 대의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굴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이 지역에 보트 3 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민 

대비단 훈련(Citizen Preparedness Corps Training)이 스키넥터디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에서 3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도중과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주정부와 지방 정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prepare.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모호크 리버(Mohawk River)를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세워서 공조하는 데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수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이 미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여러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인력은 주도 지역의 주정부 다기관 긴급 상황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된 보트를 

이용하여 조난당하거나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난당한 주민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www.prepare.ny.gov/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으로,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모호크 리버를 따라 홍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음의 이동으로 인해 우리 교량이 받는 영향과 아이스 잼(ice jam) 

제거를 돕기 위해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수는 매우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매일 현장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의 Gary McCarth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 잼(ice jam)과 홍수는 

모호크 리버를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스키넥터디 

시는 현재 주지사 사무국 운영 직원 및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Y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기타 주정부 기관들의 24 

시간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의회의 Anthony Jasenski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잼(ice jam) 문제는 우리의 기업, 주택, 도로, 

교량 등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시찰하고, 홍수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시도를 계속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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