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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신규 비상 대응 트레일러 배치 발표  

 

뉴욕주의 원유 수송 통로를 따라 전략적 위치에 24대의 최첨단 트레일러 배치  

 

유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트레일러 배치 

 

신규 트레일러 사진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이 뉴욕주의 원유 수송 통로 전역에 장비를 갖춘 비상 대응 

트레일러 24대를 배치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첨단 트레일러는 주요 위치에 

배치될 예정이며, 최근 개발된 지리학적 대응 계획(Geographic Response Plans, 

GRP)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의 원유 수송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며, 이 신규 

트레일러를 사용하면 비상 유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뉴욕 전역으로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신규 비상 대응 트레일러는 주 전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DEC 및 비상 관리를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이 관리합니다. 트레일러 배치 장소는 DEC의 환경 개선 비상 대응 

조정부(Division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Emergency Response Coordination 

Section)와 지리학적 대응 계획(Geographic Response Plans)에 기반하여 조정됩니다. 

GRP에는 각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가 확인한 원유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철도 규정을 갖춘, 철도 안전을 선도하는 국가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원유 수송 통로를 따라 신규 비상 대응 트레일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뉴욕주의 유출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DEC는 대량의 원유 수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EC_EmergencySpillResponse.pdf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John Melvi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비상 대응 트레일러는 비상 

대응 요원이 원유 또는 화학 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비상 대응 요원이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훈련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각 트레일러는 흡수성 물질, 오일 펜스, 원유 또는 석유 유출을 제어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원유 유출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유출의 결과로 발생된 환경 영향을 제한하고 또 제어하기 위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사진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4대의 트레일러 중 3대가 버펄로(Buffalo), 올버니(Albany) 및 로체스터(Rochester)에 

파견됩니다. 트레일러 21대는 뉴욕주의 원유 수송 간선 카운티 21곳에 파견되며, 각 

카운티당 1대씩 파견됩니다. 지역별: 

 3대, 지역 3 - 오렌지(Orange), 록랜드(Rockland) 및 얼스터(Ulster) 

 4대, 지역 4 - 올버니(Albany), 그린(Greene), 몽고메리(Montgomery) 및 

스키넥터디(Schenectady) 

 4대, 지역 5 - 클린턴(Clinton), 에식스(Essex), 사라토가(Saratoga) 및 

워싱턴(Washington) 

 2대, 지역 6 - 허키머(Herkimer) 및 오네이다(Oneida) 

 3대, 지역 7 - 카유가(Cayuga), 매디슨(Madison) 및 오논다가(Onondaga) 

 3대, 지역 8 - 제네시(Genesee), 먼로(Monroe) 및 웨인(Wayne) 

 2대, 지역 9 - 셔터쿼(Chautauqua) 및 에리(Erie) 

 

긴급 대응 트레일러는 뉴욕주 전역의 원유 수송과 관련된 잠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주 외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원유 철도 수송 관련 재난으로, 뉴욕주는 관련 작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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