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플로렌스(FLORENCE)의 피해에 대한 대응 활동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하는 주 방위군 자원에 대해 발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치하기 위해 준비된의약품 30일치 분량을 실은 UH-60 블랙호크 

수송용 헬리콥터(UH-60 Blackhawk Medivac Helicopters) 2 대와 함께 군인 10 명 추가  

  

도버 공군기지(Dover Air Force Base)에 배치된 추가 항공병 50 명  

  

Cuomo 주지사, MQ-9 드론으로 폭풍우 이후 지상 상황 인식 제공을 허용할 것을 Mattis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  

  

전문 대응팀,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대비 중인 뉴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의 피해에 

대한 대응 활동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 방위군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롤리-더럼에 군인 10 명과 의약품 30일치 분량을 실은 UH-60 블랙호크 수송용 

헬리콥터(UH-60 Blackhawk Medivac Helicopter) 2 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뉴욕 주 방위군 공군의 제 106 구조비행단(106th Rescue Wing) 

소속의 항공병 50 명도 배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제 174 공격비행단(174th 

Attack Wing)이 시러큐스에서 MQ-9 원격 조종 항공기로 현장 지휘관과 응급 구조 

대원들을 위해 폭풍우 이후 상황 인식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주 방위군 군인 100 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극한의 기상 사태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의 이동 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이 폭풍우를 홀로 견뎌내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은 지난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폭풍우들이 발생한 후 푸에르토리코,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서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이웃 주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는 

캐롤라이나주들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해당 지역사회와 주택들을 파괴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돕고,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달리, 우리는 재난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동료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UH-60 블랙호크 수송용 헬리콥터(UH-60 Blackhawk Medivac Helicopter) 2 대에는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주민들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승강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 캐빈은 들것으로 운반하는 환자 2 명 및 보행이 가능한 환자 3 명 

또는 10 명의 인원을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헬리콥터는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병, 위생병 등 군인 4 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추가 지원 인력 2 명이 이 팀과 함께 

배치됩니다.  

  

MQ-9 원격 조종 항공기는 군사 목적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항공기는 카메라 및 기타 센서 시스템을 장착하고 특정 지역 상공에서 장시간 머물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시러큐스의 핸콕 공군기지(Hancock Air National Guard 

Base)에서 출동할 예정이며. 이 기지에 있는 시설에서 조정됩니다. 임무를 마칠 경우, 

MQ-9은 핸콕 필드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HH-60 페이브 호크 구조 헬리콥터(HH-60 Pave Hawk rescue 

helicopter) 1 대, HC-130 수색 구조 항공기(HC-130 search and rescue aircraft) 1 대, 

조디악 공기 주입식 구조 보트(Zodiac inflatable rescue boat) 4 대 등을 갖춘 제 106 

구조비행단(106th Rescue Wing) 소속 군인 50 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항공병 50 명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HH-60은 승강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은 공수 구조 항공병들이 

탑승합니다.  

  

배치 대기 중인 뉴욕주 자산  

  

비상 관리 지원 협정(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들이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뉴욕의 도시 수색 및 구조팀(Urban 

Search and Rescue team)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태스크포스 2(NY Task Force 2, 

NYTF-2) 팀은 구조물 붕괴 구조, 긴급 굴착, 밧줄 기술 구조, 밀폐 공간 구조, 기타 전문 

구조 등에 숙련된 긴급상황 대처자 및 구조 장비 전문 팀입니다.  

  

주정부의 사고 관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도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령 및 제어, 계획, 물류 및 관리 활동, 운영 조정, 상황 정보 

수집 및 보고, 사건 처리 계획, 지리 정보 시스템(Global Information System, GIS) 매핑, 

진행 중인 대응 활동에 대한 물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loys-national-guard-assist-response-hurricane-florence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로 피해를 입은 주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에는 교통 신호수, 나무 작업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 준비가 된 기타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도로 정리 작업 

및 교통 신호등 정전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현재 나무 작업원이 

이용하는 버킷 트럭 14 대, 톱밥 제조기 76 대, 교통 신호 트럭 56 대 등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환경보존 경찰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 ECOs), 산림 경비대원, 비상 관리 대원들이 빈틈없이 경계 중에 있으며,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드론 조정사, 보트, 다목적 차량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 

환경보존 경찰관(DEC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은 보트를 배치할 

준비를 갖추고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부 삼림 경비대원(DEC 

Forest Rangers)들은 수상 비행기, 급류 래프트, 모터보트 등을 갖고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는 급류 대비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롬 소재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식품생산센터(Food Production Center)는 허리케인 플로렌스(Hurricane Florence)의 

타격을 심하게 입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전에 만들어진 도시락 수천 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Rhodes 

위원장은 지상 상황과 모든 운영 및 지원 요구 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의 전력 회사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피해 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전력회사 직원들에 

대한 초기 요청이 충족되었지만,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직원들은 대기 

상태에 있으며, 상호 원조 협약(mutual aid protocols)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뉴욕의 

전력회사들과 추가로 요청된 모든 상호 원조 요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를 입은 다른 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 하비, 

마리아, 매튜, 프랜시스, 아이번, 데니스(Hurricanes Irma, Harvey, Maria, Matthew, 

Frances, Ivan, Dennis) 등이 휩쓸고 간 뒤에도 플로리다에 이와 같은 지원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구스타브(Hurricane Gustav)가 덮친 후에도 18명으로 구성된 

팀을 추가 파견했고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후에는 300명 이상의 

다수 기관 합동팀을 루이지애나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뉴욕주는 산불 진압 

지원에 서부 주로 여러 번 소방대원들을 보내왔습니다.  

  
###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cuomo-welcomes-second-team-new-york-wildfire-fighters-home-montana%23_blank&data=02%7C01%7CDanielle.Manupella%40digital.ny.gov%7C16490d517a3e4ddf057208d4f61ab24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1%7C0%7C636404041940439207&sdata=%2Fvo%2Bc2FAyQf7rZ2rlJmHe%2FNeZtjrzb9Io8hE23QJVuU%3D&reserved=0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cuomo-welcomes-second-team-new-york-wildfire-fighters-home-montana%23_blank&data=02%7C01%7CDanielle.Manupella%40digital.ny.gov%7C16490d517a3e4ddf057208d4f61ab24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1%7C0%7C636404041940439207&sdata=%2Fvo%2Bc2FAyQf7rZ2rlJmHe%2FNeZtjrzb9Io8hE23QJVuU%3D&reserved=0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D7B5259F4377FB9585258308005D82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