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커먼웰스 오브 켄터키에 치명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한 이후 복구 지원 

요청에 대해 뉴욕시 사고 관리팀 파견  

  

뉴욕주에서 켄터키로 정부간 비상 관리팀이 이번 주말 파견되며 카운티 세 곳에서 운영 

중인 비상 운영 센터 지원 업무 수행  

  

팀은 12월 18일 토요일에 파견되어 2주간 운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뉴욕주 사고 관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 

IMT)을 파견하여 지난 주말 폭풍 피해를 입은 켄터키의 복구 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IMT는 비상 관리자들이 복잡한 다중 재해에 즉각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주정부 자원입니다. 이들은 지휘 및 제어, 

계획, 물류 및 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사고 지휘 시스템(Incident Command System)에 

대한 풍부한 교육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켄터키의 요청에 따라 팀이 

파견되어 그레이브스, 홉킨스, 마샬 카운티 등 주의 카운티 비상 운영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의 피해 범위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뉴욕 

주민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 사고 관리 전문가들은 현장을 파악했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켄터키 

파트너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도와주신 

모든 팀원께 감사드리며, 이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IMT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NYSP),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정보기술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공원 경찰(Park Police)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리 카운티 

보안관실(Erie County Sheriff's Office) 및 몽고메리 카운티 비상 관리국(Montgomery 

County Emergency Management) 등 기타 지방 정부 기관에서도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IMT는 운영 조율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 공무원을 지원하고, 초기 복구 계획, 상황 정보 

수집 및 보고, 사건 처리 계획, GIS 매핑, 진행 중인 대응 작업에 물류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Jackie Bray DHSE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사고 관리팀은 

켄터키로 뉴욕 최고의 비상 대응 인력이 파견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연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타적인 헌신을 보여주신 이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켄터키 주민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을 빌겠습니다."  

  

뉴욕주 사고 관리팀은 운영 인력을 비롯해 계획, 물류, 운영, 재무 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12월 18일 토요일에 출발하여 12월 19일 일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14일간 지원 

업무를 마친 후 1월 2일 일요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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