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혹독한 폭풍우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정부 자원 배치 

 

주지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및 환경보존부(DEC)의 고위 공무원들을 

후식 폴스에 배치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에서 홍수 완화 및 폭풍우 정화를 지원하고 있는 

교통부(DOT),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환경보존부(DEC) 팀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월 1일 심한 뇌우와 홍수로 수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상 인력 자원을 배치하도록 주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은 피해를 평가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며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고위 

공무원들이 지역사회가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후식 폴스에 배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의 폭풍으로 인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주정부 기관들의 공무원들은 폭풍우에 강타당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장비, 인력, 자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수해를 입은 지역사회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렌셀러 카운티를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조치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렌셀러 카운티의 후식 폴스 타운에서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산하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인 뉴욕 태스크포스 2(New York Task 

Force 2)가 59 개의 구조물을 평가하고 빌리지 공무원들에게 구조적 손상을 입은 6 개의 

부동산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지역사회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정부가 모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차 수해 상황을 시찰한 후 빌리지의 지방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후식 폴스 빌리지에서는 이 지역의 대규모 홍수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보존부(DEC)의 

비상 상황 관리, 누출 대응, 치료, 법 집행, 수자원 엔지니어등 직원 수 명이 주말 내내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은 수해 평가를 위해 지방 

공무원들에게 허가 및 기술적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면서 주정부는 해당 지역사회의 복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누출 대응팀(DEC Spills Response)은 4 차례의 소량 누출에 대한 정화 작업 

및 누출 방지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댐 안전(Dam Safety) 

기술자들은 후섹 스쿨 댐(Hoosac School Dam)을 검사하기 위해 현지 비상 상황 

관리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수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진입 지점 처리(Point of Entry Treatment, POE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입 지점 처리(Point of Entry Treatment, POET) 시스템은 지하층 또는 1 층이 

수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밀폐된 수자원 처리 시스템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이 

빌리지의 주정부 슈퍼펀드 지구(superfund sites)가 수해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은 잠재적으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서 진입 지점 

처리(Point of Entry Treatment, POET)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루 24 시간, 일주일 7 일간 연중무휴로 1-888-459-

8667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컨트리 에이커스 

모바일 홈 파크(Country Acres Mobile Home Park)에서 폐수 처리장의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렌셀러 카운티 보건부(Rensselaer County 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맨 어브 켄트 레스토랑(Man of Kent 

Restaurant)의 피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렌셀러 카운티 소재 후식 폴스의 7번 도로(Route 7)는 경사지 침식과 지하 배수로의 

손상으로 인해 두 장소에서 임시 신호로 제어되는 편도 교통 흐름을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의 개방을 위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를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조치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화이츠보로 타운에 15 대의 펌프 및 다양한 

호스와 4 대의 발전기를 배치했으며 유티카 시에서는 1,600 개의 모래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환경보존부(DEC)는 폐수 처리장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누출 대응팀(DEC Spills Response)은 렌셀러 카운티의 

수해 지역에서 7 건의 누출 사고에 대응하여 정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트랙터 트레일러가 뒤집혀서 6,000 갤런의 오물이 누출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 누출(DEC Spills) 대응팀과 계약업체들은 즉시 누출 사고에 대응하여 정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완전한 정화 작업을 위해서 후속 조치가 계속됩니다. 인근 

수역으로 오물이 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비상 상황 대응 활동은 각 

카운티에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환경보존부(DEC)는 

캐나다 레이크(Canada Lake)의 수위를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 비상 사무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오네이다 카운티 소재 웨스트모어랜드의 233번 도로(Route 233)는 지하 배수관 교체를 

위해 세네카 턴파이크에서 양방향으로 폐쇄됩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전 지역에 대한 주정부의 추가 조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현지 직원들은 허키머 

카운티, 오네이다 카운티, 렌셀러 카운티의 현지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지역 폐수 처리장 및 

댐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보장하고 모든 누출 사고를 조사하여 대처하며 필요한 비상 

허가를 제공하고 캠프장과 같은 주정부 시설을 점검하고 폐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제공하도록 카유가 카운티, 풀턴 카운티, 허키머 카운티, 오네이다 카운티, 

렌셀러 카운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사라토가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서트 



카운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는 홍수로 인해 

발생한 잔해를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지하 배수로, 교량 등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계속 진행하면서 교통부(DOT)는 5 개의 교량을 포함하여 28 개의 도로를 

수리하고 다시 개통했습니다. 

  

교통부(DOT)는 또한 지역 도로에서의 정화 작업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 발전기, 가스 

펌프, 모래 주머니, 콘크리트 장벽 등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다시 개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철저하고 상시 시행하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허키머 카운티 소재 프랭크포트의 171 도로(Route 171)는 잔해 제거 및 지하 배수관 

교체를 위해 리치필드 로드(Litchfield Road)와 퍼니스 로드(Furnace Road) 사이의 

양방향 도로가 폐쇄됩니다. 이 도로는 2 주 이내에 다시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수해를 경험한 경우, 

 벽, 단단한 표면의 바닥, 가구 내의 다른 많은 노출된 표면을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하며 5 갤런의 물에 표백제 1 컵을 풀어 그 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음식과 어린이 놀이 공간에 연결되는 표면은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모든 섬유와 의복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드라이 클리닝해야 합니다.  

 매트리스와 천으로 포장된 가구와 같이 세탁이나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없는 

품목은 반드시 햇빛 아래에서 공기로 건조시킨 후 소독제를 철저히 뿌려야 합니다.  

 모든 카펫은 스팀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난방/냉방 시스템의 섬유판, 단열재, 일회용 필터 등을 교체해야 합니다. 

침수 및 기타 폭우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종료된 후를 위한 더 많은 안전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dhses.ny.gov. 

 

 

### 
 
 
 
 

http://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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