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보험 보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오네이다 카운티 및 

렌셀러 카운티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배치 

 

7월 5일부터 화이츠보로 소방서(Whitesboro Fire Department)에 금융서비스부 

이동지휘센터(DFS Mobile Command Center) 배치  

 

7월 5일부터 후식 폴스 아모니에서 금융서비스부(DFS) 사무소 업무 개시 

 

주지사,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뉴욕주 재해 직통전화(NYS Disaster Hotline) 1-800-339-

1759로 전화하도록 뉴욕 주민 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월 5일 수요일, 오네이다 카운티 소재 화이츠보로에 

금융서비스부 이동지휘센터(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Mobile Command 

Center)가 배치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후식 폴스 

아모니로 숙련된 직원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추가 직원들 및 비상 상황 

자원 또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지역사회의 복구를 돕기 위해 렌셀러 카운티와 

오네이다 카운티에 배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의 수해로 후식 폴스와 오네이다 

카운티는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 자원을 배치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민들께서 보험 청구를 

제기하고 수해를 입은 재산의 손실을 평가하여 최근의 혹독한 기상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만나시기를 독력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이동지휘센터(Mobile Command Center) 

 

최근의 수해를 주민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주정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주지사는 



화이츠보로에 금융서비스부 이동지휘센터(DFS Mobile Command Center)를 

배치했습니다. 이동지휘센터(Mobile Command Center)를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은 

금융서비스부 재해 직통전화(Department's Disaster Hotline) 1-800-339-1759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 직원들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재융자와 관련하여 질문과 

우려가 있는 주택 소유주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배치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 직원들이 보험에 관련하여 질문과 우려가 있는 주택 

소유주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배치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 이동지휘센터(DFS Mobile Command Center)가 일주일 내내 화이츠보로 

빌리지 소방서(Village of Whitesboro Fire Department)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7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8시 

Village of Whitesboro, Oneida County 

Whitesboro Fire Department 

171 Oriskany Blvd. 

 

후식 폴스의 수해를 완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추가 조치 

 

금융서비스부(DFS) 직원들이 7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후식 폴스 아모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서비스부(DFS)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후식 폴스 전 지역의 부동산, 기업, 공공 인프라의 수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및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소방국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인 뉴욕 태스크포스 2(New York Task Force 2)는 후식 폴스에서 59 개의 

구조물을 평가하고 구조적 손상을 입은 6 채의 부동산 목록을 빌리지 공무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주말동안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지역사회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차 수해 상황을 시찰한 후 빌리지의 지방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주지사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직원들의 배치를 포함하여 후식 폴스 및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취한 주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의 이 

숙련된 직원들은 수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누출에 대한 대응, 화재 및 예방 통제, 도로 폐쇄 및 기타 홍수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뉴욕 주민은 주정부의 무료, 전재난적 구독 기반 경보 시스템인 뉴욕 경보(NY-Alert)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www.nyalert.gov를 참조하십시오. 

침수 및 기타 폭우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종료된 후를 위한 더 많은 안전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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