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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심한 폭풍과 홍수로 인한 주요 재해 선포 연방 정부 승인 발표

지난 8월의 갑작스러운 홍수에 큰 피해를 입은 7개 카운티에 공적 부조 승인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8년 8월 13~15일에 발생한 심한 폭풍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카운티를 주요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폭풍이 지나간 후 재해
대응 비용과 인프라 피해액으로 3,600만 달러 이상이 발생했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정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카운티의 피해액이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기준치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이번 승인은 지역사회가 복구 노력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이 지원책을 바탕으로
응급 보호 조치, 파편 제거 및 공공 인프라 수리를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7개 카운티는 브룸, 셔멍, 셔냉고, 델라웨어, 스카일러, 세네카,
티오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이 일상화됨에 따라,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폭풍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모든 부문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복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재해 지역 선언은 해당 지역사회의 재건에 필요한
도움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주정부 유관 기관들은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연방 정부 지원 요청이 복구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연방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FEMA 지역 II의 현지 파트너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2018년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30일의 기간 중에 10~20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인 8월 중순에 발생한 폭풍으로 폭우, 갑작스러운 홍수, 강풍이
발생했고, 해당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강우량이 많았던 이 시기에 가뜩이나 잔뜩 젖어
있던 토양 조건과 맞물려 핑거 레이크스 및 서던 티어 지역 전역에 걸쳐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주지사는 8월 14일에 지역 비상 사태를 선언했으며, 폭풍의 심각성으로 인해 9 개
지자체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1,500여 가구와
기업체가 피해를 봤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캠프장에 고립되었던 200여 명의 사람을 구출하고 대피시켰습니다.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 Cuomo 주지사는 2018년 8월 24일에 공동 예비 손실
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PDA) 형식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PDA
실시 결과로 폭풍 대응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3,6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및 카운티
지출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긴급 작업 및 이처럼 심각한 폭풍으로 손상된 시설의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위해 비용 분담 방식으로 주정부, 자격을 갖춘 지자체 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인재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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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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