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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29일 

CUOMO 주지사, HOLLAND 및 HUGH CAREY 터널의 2 PM 폐쇄를 발표하다 
 

수해방지본부가 뉴욕주 및 연방 해안경비대, FEMA, 미육군공병대와 함께 물난리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업무 협력에 나서다 

 
80여개 펌프가 물난리 대응을 위해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설치되었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250개 펌프가 대기 중에 있다 
 

주지사가 1,000명의 NY주 방위군을 추가 배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의 뉴욕 지역 상륙으로 Holland 및 Hugh Carey(구 
Brooklyn Battery) 터널을 오후 2시부터 폐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허리케인 Sandy 상륙 시간 동안 홍수 완화 작업을 감독하고 연안 지역의 물난리에 
대한 주정부 대응 업무를 조정하고 이끌기 위해 주-연방 수해방지 공동 대응 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수해방지본부는 State Operations 국장인 Howard Glaser 및 뉴욕 국토 안보 및 재난 관리청장인 
Jerome Hauer와 합동으로 마련된 주-연방 공동 대응팀으로, 이 팀에는  

• 주민 안전을 감독할 주립경찰서장 Joseph D’Amico와 뉴욕주방위군 및 주공군 부관참모 
Patrick Murphy, 미해안경비대장 Gordon Loebel, 
• 교통 인프라를 감독할 뉴욕주교통부 장관 Joan McDonald,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회장 Joseph Lhota와 NY & NJ 항만청 실무국장 Pat Foye, 
• 유틸리티 복구를 감독할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 회장 Garry Brown과 New York Power 
Authority 사장 겸 CEO인 Gil Quiniones, 
• 홍수 대응을 감독할 환경보호청장 Joseph Martens, 미육군공병대 뉴욕지부 대령 Paul E. 
Owens 그리고 
• FEMA 지역본부장 Michael Moriarty이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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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지사는 이 수해방지본부와 함께 Lower Manhattan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부지를 방문해 홍수 
완화 인프라가 연안 지역 침수 방지를 위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가 뉴욕주를 강타하면서 연안 지역의 침수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엄청난 홍수를 
야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연안 지역, 특히 해수면에서 가장 낮은 부위가 불과 몇 피트 밖에 되지 않는 Lower Manhattan의 
홍수는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수해방지본부는 오늘 주정부가 우리의 
인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허리케인에 맞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 지역, 연방 등 모든 단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뉴요커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힘든 시기에 지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모든 뉴요커께서는 이번 태풍에 가급적 최대한 
안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홍수 및 물난리 가능성에 대비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WTC 부지에 펌프 추가 배치: 
 
Lower Manhattan에 물난리가 발생하면 대대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전기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펌프가 배치되면 홍수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WTC 부지 주변에는 지하수와 빗물을 빼낼 수 있도록 약 30개의 펌프가 전략적으로 영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물이 모일 수 있는 건설 부지에 약 50개의 임시 펌프를 
배치하여 물이 하수도로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FEMA와 미육군공병대에게 Lower Manhattan을 포함한 저지대에 추가로 수 백 개의 
대형 발전기와 펌프를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폭풍 해일 가능성에 대비해 NY 해군민병대와 추가 1,000명의 NY 주방위군을 배치하다: 
 
주지사는 오늘 해일 가능성에 대비해 1,000명의 뉴욕주방위군 및 주공군부대를 배치한 것 외에도 
NY 해군민병대의 Military Emergency Boat Service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선박은 홍수 완화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 배치될 것입니다. 배치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B440 Class Patrol Boat: Moose Boats M1-44 Catamaran (44 ft LOA) 
• PB400 Class Patrol Boat: MetalCraft Marine Kingston 40 SAR (44 ft LOA) 

http://dmna.ny.gov/nynm/graphics/PB440.jpg
http://dmna.ny.gov/nynm/graphics/PB4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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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300 Class Patrol Boat: Nigel Gee Patrol Catamaran (34 ft LOA) 
• PB280 Class Patrol Boat: ALMAR Sounder (34 ft LOA) 
• PB220 Class Patrol Boat: MetalCraft Marine KingFisher 22 Hardtop (26 ft LOA) 
• PB230 Class Patrol Boat: Moose Boats DV-R Catamaran (25 ft LOA) 

 
또한 주지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정부 활동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통합 경찰 명령: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통합 경찰 명령(Unified Police Command)을 Joseph D’Amico 뉴욕주 
경찰청장이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모든 뉴욕주 단속기관의 
대응을 통합 감독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통합 명령을 수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통합 명령은 환경보호청, 뉴욕주립대학, 공원및사적보호청(Department of Parks and Historic 
Preservation) 등의 기관을 비롯한 뉴욕주 단속기관을 중앙에서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 대처 단계 
 
공공서비스부(DPS)와 롱아일랜드전력청은 현재 뉴욕주 재난관리국에 들어서 있습니다. 뉴욕주 
전기사업은 지금까지 1,070여명의 외부 전문 인력을 확보해두고 있는데, 이중 약 399명은 전기 
배선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Texas, Arkansas, New Mexico, Colorado, Michigan, California, Oklahoma, 
Illinois 주를 포함한 여러 주 출신들입니다.  
 
현재 총 1,352명의 전기배선 기술자들이 뉴욕주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845여명의 
손해사정인이 태풍 영향에 따른 피해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 부문은 공무원들과 고객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왔습니다. 
 
풍속 60 MPH일 경우 다리 폐쇄: 
 
풍속이 60 MPH에 이를 경우 폐쇄되는 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obert F. Kennedy Bridge 
Throgs Neck Bridge 
Bronx-Whitestone Bridge 
Verrazano-Narrows Bridge 
Henry Hudson Bridge 
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Bridge 
Cross Bay Veterans Memorial Bridge 

http://dmna.ny.gov/nynm/graphics/PB300.jpg
http://dmna.ny.gov/nynm/graphics/PB280.jpg
http://dmna.ny.gov/nynm/graphics/PB220.jpg
http://dmna.ny.gov/nynm/graphics/PB2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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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Washington Bridge 
Goethals Bridge 
Bayonne Bridge 
Outerbridge Crossing 
 
운전자들은 풍속이 30 mph에 이를 경우 차량 속도를 25 mph로 제한하고, 풍속이 50 mph에 이를 
경우 트레일러, 오토바이, 밴, 소형버스, 불안정한 화물을 실은 차량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일부 다리의 경우 접근 금지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에 대비한 전기시설물 대비: 
 
롱아일랜드 변전소 
LIPA와 National Grid는 저지대 변전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기 
수천 명의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침수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폭풍 
해일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변전소는 남서부 Nassau 카운티와 남동부 Suffolk 카운티에 
있습니다. LIPA와 National Grid는 전기 장비 보호를 위해 이들 변전소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았습니다. LIPA와 National Grid는 취약한 변전소에 펌프를 배치하였습니다.  
 
Con Ed Steam 및 Electric Systems 
Con Ed의 전기, 가스, 증기 시스템의 상당수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물과 증기 
파이프가 접촉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기 시스템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Con Ed는 우선적으로 홍수 
지역에 있는 증기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Con Ed는 Lower Manhattan의 두 개 전기 
회로망의 잠재적 폐쇄를 준비하고 있으며, 홍수 수위에 따라 Brooklyn, Queens의 전기 회로망과 
Manhattan의 여러 전기 회로망 부분의 폐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기 회로망에 물이 차게 
될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되기 전에 시설의 에너지를 차단할 경우 
복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National Grid Gas System (Queens, Brooklyn, Long Island) 
저지대 연안 지역은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스공급설비가 침수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National는 NYC의 홍수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저지대에 자리한 12개 레귤레이터 
스테이션(regulator station)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주변 스테이션의 가동 강도를 조금 늘렸습니다.  
 
뉴요커들은 정전이나 송전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 유틸리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가스 누출 
또는 기타 가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자리를 떠난 후 지역 유틸리티 또는 911에 
신고하십시오. 뉴욕주 주요 유틸리티 사업소의 연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LIPA: 1-800-490-0075, 또는 www.lipower.org를 방문하십시오.  
National Grid(업스테이트 전기): 1-800-867-5222 
National Grid(업스테이트 전기): 1-800-892-2345 

http://www.li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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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rid(메트로 지역 가스): 1-718-643-4050 
National Grid(메트로 지역 가스): 1-800-490-0045 
Con Ed: 1-800-75-CONED (1-800-752-6633), 또는 www.coned.com를 방문하십시오. 
Orange & Rockland: 1-877-434-4100, 또는 www.oru.com 를 방문하십시오. 
NYSEG(전기): 1-800-572-1131, 또는 www.nyseg.com 를 방문하십시오. 
NYSEG(가스): 1-800-572-1121 
RG&E(전기): 1-800-743-1701, 또는www.rge.com를 방문하십시오. 
RG&E(가스): 1-800-743-1702 
Central Hudson：1-845-452-2700, 또는1-800-527-2714 www.centralhudson.com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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