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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심한 폭풍우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 개 카운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재해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요청

심한 여름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지방 정부 모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취한 조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주지사의 서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 6 월과 7 월의 심한 폭풍우 동안 돌발 홍수,
토네이도, 전례 없는 강수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 개 카운티에 대한 대규모 재해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연방 정부가 승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에는 피해를 입은 15 개 카운티 모두에 대한 공공 지원 및 개별 지원에 대한 요청이
포함됩니다. 일단 선언이 승인될 경우, 잔해 제거, 구조물 수리, 비상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보조금은 주정부와 자격을 갖춘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등이 비용 분담 방식(costsharing basis)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대상인 15 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룸, 카유가, 코틀랜드, 에섹스,
프랭클린, 허키머, 매디슨, 오네이다, 오논다가, 렌셀러, 세인트 로렌스, 티오가, 워런,
워싱턴, 와이오밍.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홍수, 치명적인 폭풍, 또는 강렬한 눈보라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전 지역에서 본 것과 같은 극심한 기후는 뉴욕의 새로운 표준
기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 정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8 월 3 일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전문가 팀들이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인프라 수리, 잔해 제거, 구조물 손상 등으로 3,000 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예비 손실 평가(Joint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를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115
채의 주택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약 230 채의 주택과 사업체에 폭풍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천후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역적으로
심각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요청의 공공 지원 부분은 공공 인프라 복구, 건물, 비상사태 및 잔해 제거시 이러한
자산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타 조치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구성 요소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스스로는 복구할 수 없는 뉴욕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직접적인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주택 지원(임시 주택, 수리, 교체,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인 주택 건설 포함)부터
개인 재산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연방 정부 지원 요청은 복구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끔찍한
폭풍우의 피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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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카운티의 지역사회들은 이 기간 동안 통상적인 강우량보다 1 피트 이상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적어도 60 건의 돌발
홍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홍수 이외에, 이 기관은 또한 7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는 이리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풍속이 시속 90-95
마일인 EF-2 급의 폭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햄버그 지역에서는 300 만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및 앨러게니 카운티에서는 직경 최대 1 인치까지 측정된 대량의 우박을 내린
심한 뇌우에 관해 최소한 116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부는 강풍의 경우, 이리
카운티에서 시속 95 마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상 대응 요원들은 전복된 카누로 인해
피츠타운(렌셀러 카운티), 스룹(카유가 카운티)에서 돌발 홍수에 휘말린 차량 운전자들을
물속에서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탈(브룸 카운티)에서 비상 대피를
수행했습니다. 브룸 카운티 비상 관리자는 베스탈, 커크우드, 빙엄턴 등지에서 총 75
명의 주민들이 집을 비우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주정부의 무료, 전재난적 구독 기반 경보 시스템인 뉴욕 경보(NY-Alert)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www.nyalert.gov 를
참조하십시오. 수해 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
사이트 www.dhses.ny.gov/oem/safety-info/flood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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