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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28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에 대비하여 뉴욕주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의 
동원을 지시 

 
최대 1,175명의 군인들이 NYC, Long Island, Hudson Valley, Southern Tier에서 대응 

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에 대응하여 뉴욕주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의 동원을 지시하였으며, 따라서 주 방위군은 최대 1,175명의 시민 군인과 
항공병을 배치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오늘부터 배정지에서의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은 허리케인 아이리인 및 열대성 폭우 리에 
대한 우리 주의 긴급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주의 여러 지역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인데, 그들이 
소집되는 곳마다 복무할 준비가 되도록 배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장비, 차량 
및 항공기와 함께 이 군인들은 긴급 명령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뉴욕시, Long Island, Hudson Valley 및 Southern Tier의 폭풍 피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역 당국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방위군은 특별히 폭풍을 대비하여 
별도의 장비를 갖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항공기와 위성 통신 시스템을 배치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 항공기 및 장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뉴욕주 방위군은 침수 지역을 누빌 수 있는 900여대의 하이액슬 트럭 및 험비뿐만 
아니라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수송 자산 및 공병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육군 방위군은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11대, 야간 투시 장비가 장착된 
UH-72 라코타 경유틸리티 헬리콥터 2대 및 CH-47 중화물 인양 헬리콥터 1대를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주방위 공군은 요구되는 경우 비행할 준비가 된 C-130 수송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200명의 뉴욕주 육군 방위군 군인들이 뉴욕시에서 근무에 들어가서 
Manhattan의 Lexington Avenue Armory 및 Queens의 Jamaica Armory에서 작전할 
것입니다. 또한 육군 및 공군의 자산을 포함하는 합동 태스크포스 Sandy의 본부가 
Peekskill 북쪽의 캠프 Smith 훈련장에 세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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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부터 군인들이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Long Island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육군 방위군은 Latham에서 50명의 군인과 Auburn에서 15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Auburn의 제 102 헌병 대대 및 Farmingdale 예비군 센터에 배치할 것이며, 
이들은 Suffolk 카운티의 대응군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제 106 구조비행단은 동부 Long Island에서의 임무를 취급할 50명의 공군을 
Gabreski 주방위 공군 기지에 배치하고 Suffolk 및 Nassau 카운티의 비상 관리 
공무원들과 협력할 주방위군 연락 장교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총 250명의 군인들이 Farmingdale 소재 센터에 배치되고 150명의 공군이 Gabreski 
주방위 공군 기지에 배치될 것입니다.  
 
주로 뉴욕주 육군 방위군의 제 204 공병 대대의 또 다른 200명의 군인들이 Southern 
Tier에서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Binghamton, Walton, Horseheads의 교련장에서 
월요일에 근무에 들어갈 것입니다. Syracuse 소재 제 174 공격 비행단은 50명의 
공군을 제공할 것인데, 이들도 월요일 저녁에 배치될 것입니다. 
 
전주적으로 또 다른 무장하지 않은 150명의 육군과 공군이 동원되어 뉴욕주와 
지역의 기관들을 지원하는 부대에 지휘 및 통제와 병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은 총 16,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300명의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뉴욕주 해군 주방위군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2,200명의 해군 주방위군은 경비정 
함대를 운용하는데 해군 및 해병대 예비군이기도 한 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자원 방위군인 750명의 뉴욕주 방범단은 필요시 뉴욕주 방위군을 증강하기 
위해 자원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과 9월에 허리케인 아이리인과 열대성 폭우 리가 Catskills, Adirondacks, 
Southern Tier에 파괴적 홍수를 야기하였을 때 뉴욕주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의 
4,400여 군인들이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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