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드슨 밸리 지역의 카운티 4 곳에서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 선포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선포된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  

 

주지사,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00 명을 

추가로 배치  

 

정전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뉴욕 주민 182,000 명 중 사분의 삼 이상이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 수 일간 뉴욕에 피해를 입힌 극심한 겨울 

폭풍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복구 활동으로 이 지역사회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00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구 활동을 이끌면서 돕기 

위해 4 곳의 카운티에서 현장 지휘하며 근무하는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치스 카운티에 배치된 주정부 운영 관리국(State Operations)의 Cathy 

Calhoun 국장, (2) 퍼트넘 카운티에 배치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 (3)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배치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Rhodes 

위원장, (4) 설리번 카운티에 배치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Kimberly Harriman 공공 규제 감사(Public and Regulatory Affairs) 담당 부사장 및 Mark 

Olig 지역 운영 감독관. 뉴욕주 비상 운영 센터(New York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도 복구 활동 기간 동안 지방 정부와 주정부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O_178.pdf


 

 

 

“이번 주에 뉴욕을 강타한 파괴적인 겨울 폭풍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전 지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한 후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병사의 배치를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민들이 복구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허드슨 밸리의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상 상태가 뒤섞인 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강풍, 비, 눈 등이 나무와 

가지를 쓰러뜨리고 전력선을 끊어지게 만들어 36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정전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어 허드슨 밸리에서는 시속 50 마일에서 60 마일을 

초과하는 돌풍을 동반하고 계속 불어 닥친 시속 30 마일 이상의 강풍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토요일에 주지사는 잔해 수거에서 교통 통제에 이르는 복구 활동에 임하고 있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캠프 

스미스(Camp Smith) 소속 주 방위군(National Guard) 100 명과 차량 30 대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총 배치 인원은 200 명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직원들도 폭풍 잔해 수거 및 파편 제거와 더불어 

전력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 정부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서던 티어와 허드슨 밸리 지역에 1,000 명이 넘는 작업자와 감독관, 388 대의 

대형 덤프 트럭, 23 대의 톱밥 제조기, 3 대의 전신주 작업 요원용 버킷 트럭, 12 대의 

신호 트럭, 91 대의 로더 등을 배치했습니다. 

 

정전  

 

현재 폭풍으로 피해를 입어 정전 상황 속에 놓인 182,000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발생한 정전 사태의 사분의 삼 이상이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전력 회사들은 폭풍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910명의 내부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총인원 수에는 상호 지원을 통해 확보한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콘 

에디슨(Con Edison)은 424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341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은 30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343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3)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는 300명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계약자와 75명의 추가 계약자를 포함하여 705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1,20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RG&E)은 783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443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6) 오렌지 앤 록랜드(Orange & Rockland, 

O&R)는 29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는 

북쪽의 캐나다 출신 전력회사 하청업체에서 서쪽의 텍사스 출신 전력회사 하업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력회사 하청업체들이 지원하기 위해 오고 있거나 이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State Power Authority)은 69 킬로 볼트의 보조 송전 시스템의 

수리를 돕기 위해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에 자사의 송전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지자체 전력회사 고객들의 지원을 받아 40 명의 선로 

작업자와 15 대의 버킷 트럭으로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와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위스콘신 주와 아이오와 주에서 

최대 200 명의 선로 작업자를 파견하기로 자사의 하청업체인 미쉘스(Michel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뉴욕 전력청(NYPA)은 미국 공영전기 사업자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의 상호 지원 절차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 of North Carolina)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웨스트체스터의 콘 에디슨(Con Edison)을 돕기 위해 파견된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의 전력 관련 작업자 18 명과 유틸리티 트럭 5 대가 

포함됩니다. 일렉트리시티스(ElectriCities)는 필요에 따라 최대 50 명의 전력 관련 

작업자와 15 대의 유틸리티 트럭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도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전력회사를 돕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의 지자체 전력회사인 

나이아가라 페닌슐라(Niagara Peninsula) 전력회사의 자원인 전력 관련 작업자 10 명과 

트럭 7 대를 확보했습니다.  

 

카운티 별로 발생한 정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정전  

Albany  108  

Allegany  2,680  

Bronx  2,704  

Broome  135  

Cattaraugus  2,538  

Chautauqua  125  

Chemung  119  

Columbia  4,708  

Delaware  1,341  



 

 

카운티  정전  

Dutchess  25,267  

Erie  286  

Greene  1,401  

Livingston  629  

Nassau  3,959  

Oneida  172  

Ontario  164  

Orange  2,240  

Putnam  26,213  

Queens  2,243  

Rensselaer  236  

Rockland  1,101  

Schenectady  110  

Schuyler  493  

Steuben  2,307  

Suffolk  147  

Sullivan  19,147  

Tioga  285  

Ulster  6,683  

Westchester  74,690  

Yates  397  

  

철도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와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의 직원들은 쓰러진 전신주가 철도 선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신호등, 철도 횡단시설, 교류 인프라 등에 피해를 입히는 날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 전력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풍 기간 내내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LIRR) 

대부분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지선은 운행 시간표대로 또는 그 시간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 PSEGLI)와 롱아일랜드 

철도(LIRR) 직원들은 그레이트 넥과 포트 워싱턴 사이에서 끊어진 PSEG 

롱아일랜드(PSEGLI) 전력선 및/또는 쓰러진 전신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그레이트 넥과 포트 워싱턴 사이에 제한된 대체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PSEG 롱아일랜드(PSEGLI)가 

월요일 아침 통근 시간대의 정상적인 정규 운행 서비스로 복귀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수리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메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운행 시간표대로 또는 그 

시간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대비  

 

Cuomo 주지사는 끊어져 있는 모든 전선이 전기가 흐를 수 있고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전”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차로 

일단 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차량 

운전자들은 숙지해야 합니다. 홍수, 끊어진 전력선 또는 잔해 등으로 인해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모든 교통 신호를 지키고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친구, 가족, 이웃, 특히 노인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발생으로 인해 주택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겨울철에 위험한 수준의 

추운 기온 속에 지낼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제공하는 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전될 경우  

•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정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냉동고는 약 

48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온열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해한 일산화탄소의 수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


 

 

•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사례: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정전이 발생한 이후 대처 방법  

• 화씨 40 도(40°F)(섭씨 4 도(4°C))의 온도에 2 시간 이상 방치되었거나 비정상적인 

냄새, 색, 질감이 느껴지는 모든 식품은 버리십시오. “의심되는 경우는 

버리십시오!”  

• 냉동실에 있는 식품이 화씨 40 도(40° F)보다 추운 곳에 보관되어 표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다면 다시 재냉동시킬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이 못쓰게 되었는지 우려가 될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새 배터리, 통조림 식품, 기타 소모품 등으로 비상용품 키트를 다시 꾸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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