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우쿼이트 크리크(SAUQUOIT CREEK)의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이츠보로 마을에 대한 뉴욕주의 자원 지원을 지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현지 

공무원들을 지원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밤 쌓여 CSX 철도 교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이스잼(ice 

jam)으로 인해 사우쿼이트 크리크(Sauquoit Creek)가 강둑에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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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공무원들이 오네이다 카운티에 소재한 

화이츠보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대응 및 완화 노력을 기울이며, 현장에서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서 따뜻한 기온으로 

변동하는 극단적인 날씨는 주변 가정과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스잼(ice jam)의 

형성을 야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홍수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자산과 인력으로 마을을 지원하며, 현지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현재 화이츠보로 주변의 주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스잼(ice jam)과 이로 인한 잔해는 화이츠보로에 소재한 CSX 소유의 철도 교량에 

영향을 주어 현지 도로 및 인근 주거 지역에 홍수의 범람을 초래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얼음 잔해를 치우고 홍수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CSX와 기타 주 및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교통부(DOT)는 해당 지역의 미래 홍수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CSX 및 

환경보존부(DEC)와 함께 잠재적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와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 또한 현장에서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은 

필요시 추가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홍수로 불어난 물을 묶어 두거나 흐름을 둔화시켜 하류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범람원 ‘단구(bench)’를 구축하여 사우쿼이트 

크리크(Sauquoit Creek)의 복원력을 높이도록 2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최근의 홍수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은 모호크 리버 유역(Mohawk 

River Basin)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금 25만 달러가 포함되어 조정된 주 

정부의 신규 조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절적인 

홍수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돕기 위해 오네이다 카운티와 주 전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주 전역의 비가 눈과 얼음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 및 현지 파트너들과 상의하여 저희의 노력을 지속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께 지역 일기예보에 지속해서 주목하고 궂은 날씨에 대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변화하는 날씨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보호하며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계십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위협하는 폭풍이 기후 변화로 인해 보다 강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부(DEC)의 전문가들은 중요한 홍수 복원력 

프로젝트(flood resiliency projects)를 계획 및 진행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홍수로 인한 사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기상 상태를 이겨내도록 보장하는 복원력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 폭설,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기상 상태가 뉴욕주 지역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 사항으로 

두셨습니다. 저희는 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바로잡는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CSX와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범람원 단구가 구축되면 사우쿼이트 크리크(Sauquoit 

Creek)의 하류 지역사회는 극단적인 기상 상태 발생 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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