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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드슨 밸리 폭풍 피해 복구 작업에 관한 최신 소식 발표
1,300 명의 다른 주 작업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전력 관련 작업자들이 밤낮으로 전력 복구

작업 진행 중
정전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 121,500 명 중 89% 이상이 더치스, 퍼트넘, 설리번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
뉴욕에 접근하고 있는 두 번째 겨울 폭풍으로 인해 더치스, 퍼트넘, 설리번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선포된 비상사태 유지
월요일 오후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할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의 두
번째 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두 번째 겨울 폭풍이 이번 주말 뉴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 주민들에게 허드슨 밸리 폭풍 복구 작업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난주의 폭풍은 수백 개의 끊어진 전신주, 접근하기 힘든 먼
지역에서의 피해 등 전기 사업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두 번째
폭풍을 직면한 상황에서 복구 작업의 완료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으나, 정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21,500 명의 주민이 정전을 겪고 있으며, 그중 89%는 더치스, 퍼트넘, 설리번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 공급업체는 뉴욕 내에 총
4,910 명의 사내 직원 및 하청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코네티컷, 메인,
미시간, 텍사스, 오하이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버몬트, 아이오와,
위스콘신 주 출신인 1,300 명의 다른 주 선로 및 나무 작업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허드슨
밸리에서 폭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정전을 겪게 만든 폭풍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할 것이며, 지원을 제공해주신 다른 주와 다른 나라
작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주민에게 향후 정전 상황 시 첫눈이 내리기 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Nor'easter)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뉴욕주 동부지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수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에 겨울 폭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한
6~12 인치 규모의 폭설이 이 지역을 강타할 것이며, 캐츠킬 동부 지역에는 12~18 인치
규모의 더 큰 폭설이 예상됩니다. 동부/북부 지역에는 시속 15~25 마일의 지속적인
강풍과 시속 40 마일의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거센 바람이 쌓인 눈과
합쳐지게 되면 나뭇가지가 전선에 떨어져 또 다른 정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야 및 미끄러운 도로 상황 때문에 특히 수요일 저녁 통근 중에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선로 및 나무 작업자 이외에도, 뉴욕주
전력청(New York State Power Authority, NYPA)은 69 킬로볼트의 보조 송전 시스템
수리를 돕기 위해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에 자사의 송전팀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지자체 전력회사 고객들의 지원을 받아 45 명의 선로 작업자
및 15 대의 버킷 트럭으로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와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최대 200 명의 위스콘신 및 아이오와 주
출신 선로 작업자들을 파견하기로 자사의 하청업체인 미쉘스(Michel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력청(NYPA)은 미국 공영전기 사업자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의 상호 지원 절차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의
전력 관련 작업자 18 명과 유틸리티 트럭 5 대가 포함됩니다.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는 필요에 따라 최대 50 명의 전력 관련 작업자와 15 대의
유틸리티 트럭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를 돕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의 지자체 전력회사인 나이아가라
페닌슐라(Niagara Peninsula) 전력회사에서 전력 관련 작업자 10 명과 트럭 7 개를
확보했습니다.
카운티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전

Allegany
Bronx
Cattaraugus
Columbia
Delaware
Dutchess
Livingston
Nassau
Orange
Putnam
Queens
Rensselaer
Rockland
Steuben
Sullivan
Ulster
Westchester
Yates

483
1,027
543
1,232
1,028
13,846
200
1,180
1,175
18,583
636
236
498
1,150
15,378
2,892
60,896
110

Cuomo 주지사의 지도에 따라 더치스, 퍼트넘, 설리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주 정부 직원들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복구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며칠간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들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캠프 스미스(Camp Smith) 소속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200 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복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복구 작업을 돕고 이끌기 위해 각 4 개 카운티
현장에 머물고 있으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들은 잔해 수거 및 교통 통제 등
지역사회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직원들은 지자체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서던 티어와 허드슨 밸리 지역에 1,000 명이 넘는 작업자와
감독관, 388 대의 대형 덤프 트럭, 23 대의 톱밥 제조기, 3 대의 나무 작업자용 버킷 트럭,
12 대의 신호 트럭, 91 대의 적하기, 4 명의 교통 신호 관리 요원, 8 명의 신호 정비공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정전으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교차로의
교통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소속 경관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뉴욕주 비상 운영 센터(New York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는
지방 및 주 정부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정전에 대비
Cuomo 주지사는 끊어진 모든 전선은 전기가 흐를 수 있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정전(blacked out)”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교차로 일단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끊어진 전력선 또는 잔해 등으로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는 경우 도로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교통
신호를 지키고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친구, 가족, 이웃, 특히 노인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으로
인해 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겨울철에 자칫 위험한 수준의
낮은 기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음의 추가 안전 요령을 제공합니다.
정전될 경우

•

•
•

•
•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정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 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냉동고는 약
48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온열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해한 일산화탄소의 수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사례: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정전된 이후

•
•
•
•

화씨 40 도(섭씨 4 도)의 온도에 2 시간 이상 방치되었거나, 특이한 냄새, 색,
질감이 느껴지는 모든 식품을 버리십시오. “의심되는 경우는 버리십시오!”
냉동실에 있는 식품이 화씨 40 도보다 추운 곳에 보관되어 표면에 얼음 결정체가
생겼다면 이를 다시 냉동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못 쓰게 되었는지 우려가 될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새 배터리, 통조림 식품, 기타 소모품 등으로 비상용품 키트를 다시 꾸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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