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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4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대응 노력을 위해 850여 명의 주외 방위군이 뉴욕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위해 Ohio, 
Pennsylvania, Delaware 및 Massachusetts의 육군 방위군 부대의 850여 명의 군인 및 250대의 
차량이 오늘 정오에 뉴욕주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지휘 하에 속할 이러한 부대는 11월 5일 월요일에 임무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임무를 위한 특수 장비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뉴욕주 육군 및 공군 방위군은 폭풍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위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추가 부대 및 장비들은 소중한 자산이며 본인은 뉴욕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해 주신 이 다섯 개 주의 지사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시에 도착하기 시작할 부대: 

매사추세츠주 육군 방위군 제272 헌병 중대의 군인 170명 및 차량 38대; 
펜실베니아주 육군 방위군 제28 헌병 중대의 군인 170명 및 차량 38대; 
오하이오주 육군 방위군 제1484 트럭 중대의 군인 176명 및 차량 72대; 
델라웨어주 육군 방위군 제1049 트럭 중대의 군인 176명 및 차량 72대; 
펜실베니아주 육군 방위군 제28 보병 사단 제2여단의 여단 지원 대대의 A 중대 
차량 36대 및 군인 170명.  

 
다른 주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부대들은 식품과 물 배급소 운영, 경찰 및 소방 작업 증대 
그리고 민간인 비상 대응자의 지휘 하에서의 동네 보건 복지 체크에 유용한 군용 트럭과 
험비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Queens 소재 Floyd Bennett Field의 병참 지원 지역에 주둔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비상관리 지원협정(EMAC) 체제를 통해 추가 부대를 요청하였습니다. EMAC 
협정은 한 주의 지사가 다른 주의 재난 구제 노력을 돕기 위해 인원, 장비 및 물자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 주의 방위군 부대가 다른 주에 대여되면 그들은 수령 주 
지사의 지휘 하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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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뉴욕주 방위군은 3,300여 명의 시민 병사 및 공군을 동원하였으며 더 많은 
방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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