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정부의 노스 컨트리 빙집 현상 대응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주정부, 지자체 및 원주민 연합, 공공 안전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뉴욕주 태스크 포스 2와 지역 긴급상황 대처자, 살몬 강에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피 

작전 12차례 수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레이트 체이지 강(Great Chazy), 세인트 레지스 

강(St. Regis), 살몬 강(Salmon)을 비롯한 뉴욕주 전역 강과 개천의 흐름을 막는 빙결 

현상(Ice Jams)에 대한 주정부의 최신 대응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은 빙집 현상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처한 클린턴 카운티, 프랭클린 

카운티,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보호구역 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든 수준에서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작업은 혹독한 기상 조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상 조건을 받아들이고 기상 대비, 대응 및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여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자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배치한 인력 및 장비가 

클린턴 카운티 챔플레인 빌리지의 그레이트 체이지 강(Great Chazy)을 따라 빙집을 

제거하는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빙집은 지난 1월 이래로 클린턴 카운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굴삭기로 US Route 9 River Street 및 Elm Street을 따라 

빙집을 제거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형으로 인해 범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역 수위가 안정되어 더 이상 수상 구출 작업이나 대피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팔 굴삭기로 중요한 재산 및 인프라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빙집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대기합니다.  

  



 

 

Cuomo 주지사가 1월 말 지시한 사항에 따라,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Services)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프랭클린 카운티를 비롯하여 

빙결 현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였습니다. Parrino 커미셔너는 즉시 

프랭클린 카운티 비상서비스 사무국장인 Rick Provost와 Kevin Mulverhill 보완관을 만나 

홍수 위험 지역을 시찰하였으며, 시찰 결과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는 빙집 현상으로 인한 범람에 대비하여 노스 컨트리에 고차축 

차량(High axle vehicle)을 사전 배치하였습니다.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OFPC)이 수위 약 2-3피트에서도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차축 차량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소방국은 심각한 홍수 발생 시에 고차축 차량을 이용하여 

프랭클린 카운티의 대피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 및 

호건즈버그/아크웨사스네(Hogansburg/Akwesasne) 소방서와 공조한 해당 작전으로 

호건즈버그 주민을 신속하게 구출하고 홍수의 피해를 입은 건물 거주민 십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노스 컨트리에서 계속 발생하는 홍수에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차출한 다음과 같은 추가 자원을 배치하였습니다.  

• 뉴욕주 교통부 긴팔 굴삭기 (John Hill Rd)  

• DHSES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및 OFPC 인력 16명과 

고차축 차량 한 대, 조디악 보트 한 대  

• 웨스트빌 소방서에 배치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산림감시대 수상비행정 및 승무원  

• 클린턴 카운티에서 배치 대기 중인 뉴욕주 경찰 수상비행정  

• 프랭클린 911 센터에 배치된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16피트 선외 동력 1인승 

평저선(Flat bottom outboard powered johnboat)  

• 프랭클린 911 센터에 배치된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14피트 선외 동력 1인승 

평저선  

  

DEC 환경 보호 경찰관이 향후 호건즈버그에 출동할 것을 대비하여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에서 대기 중으로 카운티 소유 조디악 보트를 활용한 신속한 수상 구조 작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DEC 제트보트 팀은 소방서와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주택에 접근하고 

대피 작전을 수행하며, 얕은 물에서 조디악 보트를 이용하여 홍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접근합니다.  

  

주정부의 추가 대응 활동에는 뉴욕주 DOT의 지속적인 범람지역 교량 평가, 뉴욕주 

경찰이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의 폐쇄 도로 및 대피 지역에 제공하는 안전지침 

세부 사항, 뉴욕주 경찰기를 사용한 피해 수역헬리콥터 시찰 비행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는 대형 덤프트럭 123대, 그레이더 4대, 대형 로더 31대, 제설기가 장착된 

픽업트럭 18대, 제설기 로더 2대, 견인차 4개를 배치하여 필요 시 노스 컨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월에 말론 정수 처리장(Malone Water Treatment Plant)에 



 

 

설치된 저지 방벽(Jersey road barriers)과 아쿠아댐(Aquadam)을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뉴욕주 전역 정부기관이 빙집 

현상을 최대 50회까지 모니터링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 공조해 주신 지자체, 주정부, 부족 자치구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부기관의 모범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교통부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적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당국 임직원의 활동은 뉴욕주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웃을 돕는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뉴욕 주민을 돕는 당국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환경보존부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인력은 주도 지역의 

주정부 다기관 긴급 상황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된 보트를 이용하여 조난당하거나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난당한 주민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kip Nerney 뉴욕주 소방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FPC 직원은 고차축 차량 중 한 

대를 활용하여 홍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하는 애완동물을 비롯한 주민 12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호건즈버그/아크웨사스네(Hogansburg/Akwesasne) 및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 소방서 소방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의회(Franklin County Legislature)의 Donald Dabiew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기상 조건이 카운티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 간 

공조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Pat Manchester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빙집 현상과 심각한 홍수로 인해 지역사회가 치명적 피해를 입어 주택이 

파괴되고 주민의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주정부가 지역 소방서에 자원과 장비를 

지원하여 긴급 구조 요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비상서비스 사무국(Franklin County Emergency Services)의 Rick 

Provos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기관이 지원한 자원으로 지자체 및 



 

 

긴급상황 대처자가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 확보 및 

조정에 큰 도움을 주신 Parrino 커미셔너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Kevin Mulverhill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 대응을 지원해 

주신 주정부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피해 대응 역량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주정부가 지원해 주신 고차축 차량과 기타 자원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과 팀워크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Matthew Rourke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원주민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가 아크웨사스네(Akwesasne) 및 포트 코빙턴(Fort Covington)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고차축 차량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차량은 홍수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자명합니다. 기존 차량 5-6대를 투입해야 하는 

작전을 단 한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돕기 위해 부서 오프로드 

차량을 지원해 주신 Kevin Mulverhill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께 감사드립니다. 전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해당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자원을 지원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클린턴 카운티 의회(Clinton County Legislature)의 Harry McManu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훌륭히 대처해 주신 주정부, 카운티 및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 주신 언더우드 지구 주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레이트 체이지 강(Great Chazy River)을 따라 자리한 주택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챔플레인 타운에 굴착기를 배치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개인적인 감사를 전합니다. 주지사님과 함께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클린턴 카운티 비상서비스 사무국(Clinton County Emergency Services)의 Eric Day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T 지원이 적시에 도착하여 심각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 대응 시스템이 적절히 적동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기꺼이 

도와주신 DOT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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