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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얼스터 카운티 주민 수천 명이 정전을 겪게 된 겨울 폭풍 대응에 대한 

주정부 진행 상황을 뉴욕 주민에게 발표  

  

주지사는 폭풍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킹스턴 지역으로 돌아가 워밍 센터를 방문하고 
유틸리티 장애 및 도로 폐쇄를 야기한 겨울 폭풍에 대한 주정부 대응 발표  

  
얼스터 카운티 자치구에 역대급 얼음 폭풍이 발생해 약 3/4인치 두께의 결빙, 최대 

65,000명이 정전 경험  

  
전기 복구를 위해 얼스터 카운티에서 900명 이상의 수목 및 전선 인력 동원 중  

  
Hochul 주지사는 오늘 폭풍 피해를 알아보고 지역 워밍 센터를 방문하여 얼스터 카운티 

주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중 많은 수가 지난 주 발생한 역사적 규모의 

겨울 폭풍으로 인해 주말 내내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지역에 3/4인치 

두께의 결빙이 발생했습니다.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파손되어 최대 

65,000명의 고객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가 전력 복구 및 

회복을 위해 진행한 노력을 강조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얼스터 카운티 

비상 운영 센터(Ulster County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 인력 파견, 워밍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주 방위군(National Guard) 파견,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주립공원(Parks) 자산을 동원하여 나무가 쓰러진 도로 복구 

지원, 주 경찰(State Police)을 파견하여 상황 점검 등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의 많은 주민에게 다시 전력이 

공급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아직 복구되지 않은 수천 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는 지난 주 폭풍으로 인해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비상 대응 인력이 지역사회가 이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말 내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정부 자산을 동원하여 폭풍 복구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얼스터 카운티 주민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저와 저의 팀은 금요일부터 현장에서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킹스턴 시와 

얼스터 카운티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도 정전을 겪을 모든 



주민들께 인근 워밍 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워밍 센터는 

우리의 지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수요가 있다면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Pat Ryan 얼스터 카운티 행정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 년만에 얼스터 

카운티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겨울 폭풍에 대응하는 가운데, 신속 대응을 통해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모든 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협력하여 서비스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서비스가 중단된 가정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후 폭풍 복구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얼스터 카운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음 지역에서 24시간 워밍 센터를 

운영합니다.  

• Andy Murphy Center, 467 Broadway, Kingston, NY 12401  

• 2nda Iglesia La Mision Church, 80 Elmendorf Street, Kingston NY 12401  

• SUNY New Paltz, Elting Gymnasium, 1 Hawk Drive, New Paltz, NY 12561  

• Frank D. Greco Memorial Senior Citizen Recreation Center, 207 Market St, 

Saugerties, NY 12477  

• Woodstock Community Center, 456 Rock City Road, Woodstock, NY, 12498  

  

얼스터 카운티는 심각한 겨울 폭풍 피해로 인해 추가적인 뉴욕주 지원을 받게 되며, 

이러한 지원에는 주 방위군 24명을 워밍 센터 운영에 파견, 청소를 위한 절단 및 이송 

직원 지원, 킹스턴의 앤디 머피(Andy Murphy) 심야 워밍 센터에 500 킬로와트 발전기 

1개 제공, 주정부 재고에서 워밍 센터에 180개 아기 침대와 물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DHSES는 또한 아기침대 75개와 물, 식료품 등 적십자(Red Cross) 자원을 

워밍 센터를 이송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기준, 얼스터 카운티의 7,500개 이상의 가정이 여전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허드슨은 카운티의 95% 이상에 대해 화요일 오후 10시까지 

전력이 복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틸리티는 900명 이상의 전선 및 수목 인력을 

동원하여 카운티 도로를 청소하고 전력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계속 얼스터 카운티 현장에서 대응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지방 정부에 제공합니다.  

  

얼스터 카운티 자원 센터(Ulster County Resource Center)의 연락처는 (845)-443-

8888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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