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열대 폭풍 이사야스로 비상사태를 선포  

  

브롱크스,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록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와 인접한 카운티에 대해 선포  

  

주지사는 퍼트넘 카운티의 서비스를 위해 50명의 주 방위군 활성화  

  

본 선포를 통해 주정부는 청소 및 복구 절차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주지사가 공익 회사의 대응에 대한 조사를 지시, 아직 703,191건의 정전은 잔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열대 폭풍 이사야스(Tropical Storm Isaias)의 여파로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청소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선포의 대상인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롱크스,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록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또한 선포는 선포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11개 카운티와 접하는 카운티에도 적용되며, 이는 표준 관행입니다. 

따라서 컬럼비아, 얼스터, 설리번도 명령이 적용됩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주 

기관은 이미 이뤄진 합의 없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퍼트넘 카운티 공무원들의 폭풍 대응, 청소 임무, 얼음과 물 

배급을 돕기 위해 차량과 함께 50명의 병사를 동원하도록 뉴욕주 방위군(National 

Guard)에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포는 703,191명의 뉴욕 주민들이 아직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폭풍 발생 전, 도중과 

이후 공익 회사의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주지사의 발표에 따릅니다. 이 조사가 

시작되면서 비상대응 기능을 갖춘 다른 모든 주 기관은 청소와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접근 방식을 취해 모든 

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폭풍 이사야스의 영향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다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날씨를 너무 많이 겪었으나, 



 

 

뉴욕 주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열대 폭풍 이사야스는 주 동부를 통해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많은 나무를 

쓰러트리고, 국소적으로 급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며 최대 920,000건 이상의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216,000건 이상의 정전이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703,000건 

이상의 정전이 남아 있습니다.  

  

공익 회사의 적절한 계획이 명백히 부족하여,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버라이즌(Verizon),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 콘 

에디슨(Con Edison), 센트럴 허드슨 가스 앤 일렉트릭(Central Hudson Gas & Electric), 

오렌지 앤 록랜드 유틸리티(Orange and Rockland Utilities), 뉴욕주 일렉트릭 앤 

가스(New York State Electric & Gas)의 대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이들의 실패 

이유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외에도, 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체의 고위 경영진과 밤낮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체는 피해 대응 및 

복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7,000명의 작업자를 배치했습니다.  

  

회사별 정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CHGE  64,863  

CONED  180,274  

NGRID  651  

NYSEG  78,103  

ORU  68,614  

PSEG-LI  310,670  

RGE  16  

  

카운티별 현재 정전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240  

브롱크스  23,989  

컬럼비아  1,083  

델라웨어  140  

더치스  43,710  

이리  412  

킹스  4,152  

먼로  270  



 

 

나소  135,720  

오렌지  44,757  

퍼트넘  36,266  

퀸즈  49,981  

렌셀러  230  

리치몬드  17,631  

록랜드  41,395  

서퍽  169,416  

설리번  7,815  

얼스터  8,046  

워런  169  

웨스트체스터  1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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