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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열대 폭풍 헤르민(HERMINE)에 앞서 뉴욕 주 비상작전센터 가동 

 

헤르민은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에 폭우, 위험한 이안류, 높은 파도 및 해안범람을 가져다 줄 

전망 

 

주 남부지역에 있는 국가 방위군의 고악셀 차량과 중장비들 즉각 대응에 준비 

 

비축 물품 - 모래주머니, 발전기 및 펌프 포함 - 배치 준비 완료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비상작전센터가 일요일 점심부터 가동될 것이며 응답 

기관의 주 공무원들에게 열대 폭풍 헤르민에 대비하여 미리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 비상 센터 근무 요원들은 폭풍의 접근을 긴밀히 

주시하며 모래주머니, 고악셀 차량, 펌프 및 발전기 등 남부지역에 비축된 물품들의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 헤르민이 뉴욕 주 동부해안에 계속 접근함에 따라 주 정부는 우리 지역의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폭풍이 서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경로를 추적하여 뉴욕 주에 접근하는 대로 우리는 만단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긴급 장비, 보급품 및 인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 특히는 폭풍 경로에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 날씨 보고와 NY Alert를 이용하여 

폭풍의 전개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대 폭풍 헤르민은 지난밤에 플로리다에 상륙하여 일찍 하면 일요일 저녁에 

롱아일랜드, 뉴욕시에 폭우, 위험한 이안류, 높은 파도 및 해안 범람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아침, 열대 폭풍 헤르민은 시속 70마일의 풍속으로 조지아 주 

서남지역을 넘어섰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롱아일랜드 남쪽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여 그 

주변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 정부 직원들과 국가 방위군이 폭풍에 대해 면밀히 주시 

 

Cuomo 주지사의 지시대로 뉴욕 주 비상작전센터는 일요일 점심에 가동합니다. 이 

가동에 대응하여 국토안보 비상본부, 비상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건강관리부, 교통부, 

환경보전부, 뉴욕주 고속도로청, 주 경찰, 공공서비스위원회 및 군사업무과의 직원들이 

비상작업센터에 출두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https://www.nyalert.gov/


 

국가 방위군은 해안 폭풍이 뉴욕시, 롱아일랜드 및 허드슨 밸리 아래쪽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국가 방위군은 전 지역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으로서 100명의 군인과 항공병 및 고악셀 트럭과 높은 이동성을 가진 

다목적 차량을 포함한 45대의 차량 등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 방위군은 또한 

필요 시 사용이 가능한 프런트엔드로더, 덤프트럭 및 소형 Bob Cat 적재 장비를 갖춘 두 

명의 엔지니어도 초기 대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포 준비가 된 비축 물품 

 

즉시 사용이 가능한 브렌트우드(Brentwood)와 케네디 국제공항에 비축된 뉴욕 주의 비상 

물품: 

 발전기 29대 

 조명탑 58대 

 물 252,000병 

 전투 식량 97,104개 

 유대교 전투 식량 19,200개 

 2”, 3”, 4” 및 6” 사이즈의 펌프 155대 

 모래주머니 기계 두 대; 모래주머니 200,000자루 

 

국토안보 비상본부에는 고악셀 차량 다섯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개인 

부력 장치, 손전등, 손 도구(강제 진입 장비 및 삽), 담요 및 풍선 보트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밖에 DHSES OFPC 신속 수중 구조대가 준비 상태로 있습니다. 

 

필요 시 주 내의 추가 비품들이 피해 지역에 운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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