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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지역의 폭풍 대응 최신 정보 발표

보험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및 퍼트넘 카운티 피해 현장에 배치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직원이 운영하는 이동
지휘부(Mobile Command Units)
오렌지, 퍼트넘, 더치스 카운티의 건축물 및 구조물 손해 사정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OFPC)의 드론 조정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화요일 하루 종일 몰아친 심한 뇌우와 토네이도의
영향을 입은 미드 허드슨 지역의 폭풍 대응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직원들은 주민과 사업주들이 필요한 보험 청구를 돕기 위해, 퍼트넘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 사이에 이동
지휘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퍼트넘 카운티 이동 지휘부는 퍼트넘 밸리 타운
공회당(Town of Putnam Valley Town Hall)에 자리 잡을 예정이며, 오렌지 카운티 이동
지휘부는 뉴버그시 활동 센터(City of Newburgh Activity Center)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동지휘센터(Mobile Command Center)를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은
금융서비스부 재해 직통전화(Department's Disaster Hotline) 800-339-1759 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30 분에서 오후 4 시 30 분 사이에 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폭풍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화 작업 및 복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지휘부는 광범위한 부동산 피해가 발생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주와 사업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현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뉴욕주 소방국(state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은 오렌지, 퍼트넘, 더치스 카운티들에서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 조종팀을 파견했습니다. 드론이 찍은
사진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복구 활동 및 정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피해 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뉴욕주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운영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동되었습니다. 뉴욕주 비상관리국(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은 피해를 입은 카운티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은 미드 허드슨 지역의 카운티 비상 운영 센터(county Emergency
Operations Center) 5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소방국(OFPC)은 잔해와 나무 제거, 재해
지원, 건물 손상 사정 등을 위해 35 명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주정부의 지역별
비축기지 10 곳에 할당된 자원에는 대형 발전기 50 대, 조명 타워 62 대, 병에 든 생수
화물 운반대 20 개 분량, 안전 장비가 부착된 전기톱 36 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뉴욕의 전력회사들은 버몬트, 앨라배마, 캐나다, 메사추세츠, 뉴저지, 메인,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의 전선공, 나무 작업원, 서비스 노동자 1,250 명을 기존 작업원
4,300 명이 일하고 있는 복구 활동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작업원들은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설리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들을 포함하여 폭풍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 직원들은 폭풍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력회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필요에 따라 폭풍 피해 복구 작업 중에
있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콜센터 운영 시간을 오늘 5 월 17 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까지 그리고 5 월 18 일 금요일 오전 7 시 30 분에서 오후 7 시 30 분까지
연장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콜센터 헬프라인의
전화번호는 1-800-342-3377 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여 현재 78,000 명이 넘는 고객이 전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전

더치스

8,417

뉴욕

794

오렌지

23,348

퍼트남

19,180

카운티

정전

록랜드

650

설리번

14,404

얼스터

3,531

웨스트체스터

7,996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유지 보수 직원들은 폭풍
잔해를 제거하고, 허드슨 밸리 스루웨이(Thruway) 시스템의 가이드 레일을 넘어서 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 흐름이 정상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요청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준비 상태에서 대기 중입니다.
또한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뉴버그시에 배전소를 수송하고, 대형 비상
발전기를 퍼트넘 카운티 교도소로 수송하기 위해 높이가 매우 낮은 트랙터 트레일러 세
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께 여기에서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여 고속도로 최신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트위터 @ThruwayTraffic 을 팔로우하거나 www.thruway.ny.gov 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고속도로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교통부(DOT)는 허드슨 밸리 전 지역에서 폭풍 정화 작업에 참여하는 직원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일광 시간 동안 전력회사 제공업체들이 지상에 떨어진
전기 도체를 치울 때, 도로에서 나무와 파편을 제거하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교통부(DOT)는 또한 폭풍 복구 활동에 참여하여 카운티 및 지자체를 지원하는 직원 및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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