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온타리오호 수해 이재민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한 모바일  

지휘본부 배치 

 

주지사, 미 육군 공병대에 구호활동 공식 요청 

 

레이크 온타리오호 수해 구호 직통전화 (Flood Assistance Hotline) 866-244-3839, 

최신 정보 제공 및 비상 대책 마련의 창구 

 

Cuomo 주지사는 오늘, 온타리오호 수역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험실무에 관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모바일 지휘본부(Mobile Command Centers)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사전 조치 및 긴급 군사행동 수해 구난 

프로그램(Advanced Measures and Emergency Ops Flood Fighting Programs)에 따라 

공식적으로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구호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인명손실을 막고 중요 공공시설과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데 연방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병단의 구호활동으로는 

임시 홍수위 조절 장벽 건설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 추가 인력 및 장비의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주 및 지역 구호활동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작업은 지금도 수해 지역에서 한창이며, 상승하는 수위로부터 일반 가정, 

기업,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 정부는 호수가 지역사회에 금일 기준으로 771,000개 

모래주머니와 7대의 샌드배거를 공급하였습니다. 일부 물가 도로와 야외 빈터에는 

큰물이 고여있고 다수의 독과 선박 계류장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아직까지 대피 상황은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온타리오호 지역의 

가정과 일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지휘본부를 두어 주민들의 원활한 

보험금 청구에 힘이 되어드림으로써 수해 영향권에 든 지역사회에서 삶과 생계를 

영위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물가지역 안정 프로젝트의 구조물과 건조물 중 충격으로 손상된 

시설의 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트 등지의 카운티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의 지시로 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주립경찰(State Police),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은 

물론 시와 카운티 당국에서 나온 전문가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온타리오호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산하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온타리오호 수위 상승 감시와 관련하여 카운티 및 지역 파트너와 공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주 비축물자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자원은 먼로 

카운티의 여러 장소로 이동됩니다.  

 

금융서비스부(DFS) 모바일 지휘본부는 앞으로 사흘간 다음 장소에 배치됩니다. 또한,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곳의 모바일 지휘본부를 추가로 배치하며 자세한 장소 정보와 

날짜는 곧 발표됩니다.  

 

먼로 카운티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그리스 타운 (Town of Greece) 

공공 서비스부 (Department of Public Works) 

647 Long Pond Rd 

Rochester, NY  

 

올리언스 카운티 

5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켄트 타운 (Town of Kent) 

County Marine Park 

Point Breeze Road (Route 98) 

 

나이아가라 카운티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뉴페인 타운 (Town of Newfane) 

Olcott Fire Company 

1691 Lockport-Olcott Rd 

 

자산은 다음과 같은 카운티에 현재 배치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clares-state-emergency-communities-impacted-lake-ontario-flooding


 

카유가 카운티  

• 1대의 샌드배거  

• 75,000개의 모래주머니 

제퍼슨 카운티  

• 70,000개의 모래주머니  

•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 

모래주머니 작업 차 보낸 1조의 피수용자 작업반 

먼로 카운티  

• 2대의 샌드배거  

• 172,000개의 모래주머니 

  

나이아가라 카운티  

• 1대의 샌드배거  

• 60,000개의 모래주머니  

• 올콧 타운(Town of Olcott) 배치용 100피트 흡인 및 300 피트 방류 호스가 달린 

6인치 펌프  

 

올리언스 카운티  

• 90,000개의 모래주머니  

• 교정감독부에서 모래주머니 작업 차 보낸 피수용자 6~8명이 한 조인 작업반 4개 

조 

오스위고 카운티  

• 1대의 샌드배거  

• 89,000개의 모래주머니  

• 주 정부의 모래주머니 구호작업은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담당자와 함께 메이플뷰의 교통부 시설에서 계속됩니다.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10,000개의 모래주머니 



웨인 카운티  

• 2대의 샌드배거  

• 205,000개의 모래주머니  

• 1대의 추가 샌드배거, 온타리오 카운티 대여분으로 구호작업에 추가 투입됨 

환경보존부(DEC)는 신속한 허가, 현장 점검, 기술 지도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지역 6: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7건의 신청 접수  

• 6개의 일반 허가장 발부, 1개의 개인 허가장 발부 

환경보존부(DEC) 지역 7: 카유가 및 오스위고 카운티  

• 25건의 신청 접수  

• 2개의 일반 허가장 발부, 1개의 개인 허가장 발부. 그 밖의 신청은 검토 중입니다.  

환경보존부(DEC) 지역 8: 먼로, 올리언스 및 웨인 카운티  

• 24건의 신청 접수  

• 3개의 일반 허가장 발부, 9개의 개인 허가장 발부, 8건의 긴급 인가. 그 밖의 

신청은 검토 중입니다.  

환경보존부(DEC) 지역 9: 나이아가라 카운티  

• 36건의 신청 접수  

• 6개의 해안침식 허가장 발부, 9개의 긴급 인가서 발부. 그 밖의 신청은 검토 

중입니다.  

지주는 구내 시정 조치나 현장 점검에 대한 허가 취득 시 다음의 환경보존부(DEC) 

지정지에 문의하십시오.  

 

지역별 인가 사무소 담당자: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6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Regional Permit Administrator) 

Dulles State Office Building  

317 Washington Street 

Watertown, NY 13601-3787 

http://www.dec.ny.gov/about/613.html
http://www.dec.ny.gov/about/615.html
http://www.dec.ny.gov/about/617.html
http://www.dec.ny.gov/about/619.html


전화: 315-785-2245 

팩스: 315-785-2242 

이메일: dep.r6@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7 

(카유가 및 오스위고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615 Erie Blvd. West, Room 206 

Syracuse, NY 13204-2400 

전화: 315-426-7444 

팩스: 315-426-7425 

이메일: dep.r7@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8  

(먼로, 올리언스 및 웨인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6274 East Avon – Lima Road  

Avon, NY 14414-9519 

전화: 585-226-5400 

팩스: 585-226-2830 

이메일: dep.r8@dec.ny.gov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지역 9  

(나이아가라 카운티)  

지역별 허가 관리자 

270 Michigan Avenue  

Buffalo, NY 14203-2915 

전화: 716-851-7165 

팩스: 716-851-7168 

이메일: dep.r9@dec.ny.gov  

 

모든 뉴욕 주민은 하루빨리 우리 주의 무료, 전재난적 구독 기반 경보 시스템 NY-Alert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www.nyalert.gov를 참조하십시오. 

 

수해 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 사이트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flood/를 참조하십시오. 

 

폭우 복구 허가(Storm Recovery Perm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허가 및 신청자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ec.ny.gov/permits/89343.html 을 참조하십시오. 

mailto:dep.r6@dec.ny.gov
mailto:dep.r7@dec.ny.gov
mailto:dep.r8@dec.ny.gov
mailto:dep.r9@dec.ny.gov
http://www.nyalert.gov/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flood/
http://www.dec.ny.gov/permits/89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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