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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주, 부족 및  연방 정부 긴급사태 관리자들은 노스 다코다주 홍수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스 다코다주 비스마크 – 지역, 주, 부족 및 연방 정부 기관의 대규모적으로 조정 대처가 

노스 다코다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긴급사태 관리청(FEMA)는 홍수 대처 노력과 

대응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 연방 기관의 전국적인 대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 호벤 주지사의 지휘하에서 노스 다코다주 긴급사태 서비스국(NDDES)은 주 긴급사태 

운영 센터를 통해 홍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마을, 부족 및 카운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모든 긴급사태 계획, 교신, 조정 및 대처 면에서 FEM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FEMA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스 다코다주에 

중요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조달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70,000개 이상의 포장 식사  

         30,000개의 간이침대  

         38,000 개의 담요  

         50,000 개의 위생 용품  

         250,000 리터의 물 

        중요한 시설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용량을 갖춘 50개의 발전기 

및 5개의 산업용 발전기  

         FEMA의 이동 긴급사태 자원 지원(MERS) 부대는 정보 처리, 집행 및 운용 

지원을 위한 탁월한 교신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른 연방 정부 기관은 홍수 대처를 지원하고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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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노스 다코다주에 대해서 공공 보건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HHS는 재해 의료 지원 팀(DMAT)을 파견했습니다.  

이 팀들은 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 

지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각각 250개의 병상을 갖춘 연방 의료 초소 2곳 

                   5개의 DMAT 팀의 첫팀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육군 부대 엔지니어들이 노스 다코다주에 다음을 조달하였습니다:  

         1천 4백만 개 이상의 모래 주머니, 160개의 펌프 및 2500개의 폴리 롤  

        32,000  선형 피트 이상의 휴대용 제방, 2,500 선형 피트 이상의 휴대용 댐 

        3개의 동력 측정 팀 및 포크리프트와 연료 트럭을 가진 발전기 관리 팀 

 

미국 해안경비대 재산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C-130을 위한 임무 과제 

        구조 노력을 위한 16대의 보트, 2대의 헬리콥터, 9대의 에어보트  

 

미국 세관 및 국경 순찰대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지역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50명의 순찰 대원   

 

미국 적십자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3개의 사건 의료 지원팀이 비스마크, 파고 및 그랜드 포크스에 

파견되었습니다. 비스마크, 파고 및 그랜드 포크스에 있는 미국 적십자가 

파견되었습니다: 

         31대의 긴급사태 대처 차량  

         12 개의 쉼터 팀 

         55,000분의 식사, 3,200개의 이불 키트, 3,200개의 간이침대 및 6,500개의 

담요  



LOCAL, STATE, TRIBAL AND FEDERAL EMERGENCY MANAGERS FULLY ENGAGED IN NORTH DAKOTA FLOOD RESPONSE - 
Korean 

지역, 주, 부족 및 연방 정부 긴급사태 관리자들은 노스 다코타주 홍수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페이지 3 

 

구세군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5개 노스 다코다 카운티에 집단 식사를 제공하고 영향 받은 지역에 청소 

키트를 제공합니다.   

 

노스 다코다주는 재해에 의해 영향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주 기관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노스 다코다주 보건국은 파고의 피해 입은 병원, 양로원 및 요양 

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노스 다코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보안 및 도포 폐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0 명 이상의 노스 다코다주 국가 보안대는 모래 주머니를 채우고, 

제방을 순찰하고, 얼음으로 막힌 곳을 뚫고 있으며, 교통 통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EMA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 부족 직원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측하며, 노스 다코다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것입니다.   

 

모든 재해에 대해 귀하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www.fema.gov 와 www.ready.gov를 방문하십시오.   

 

FEMA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자연 재해, 테러 행위 및 다른 인공 재해를 

포함한 모든 위험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 보호, 대응, 복구 및 완화를 위한 

위험에 근거하는 종합적인 응급사태 관리 제도로 미국을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