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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폭풍 피해자가 보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모호크 밸리에 모바일 

커맨드 센터(MOBILE COMMAND CENTER)를 배치  

  

허키머 카운티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모바일 커맨드 

유닛(Mobile Command Unit), 정전 및 홍수를 일으킨 핼러윈 폭풍의 영향을 받은 

거주자 및 사업주 지원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주 방위군(National 

Guard) 계속해서 폭풍 대응책 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모바일 커맨드 센터(Mobile Command Center)를 모호크 밸리에 배치하여 뉴욕주에서 

정전과 홍수를 일으켜 13개의 카운티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핼러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험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자원을 갖춘 정화 및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커맨드 유닛은 광범위한 재산 손해가 발생한 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커맨드 센터에 들러 사실을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 때문에, 금융 서비스부 직원들은 주민과 사업주들이 

필요한 보험 청구를 돕기 위해, 허키머 카운티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모바일 커맨드 유닛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허키머 카운티 유닛은 뉴포트 

소방서 타운(Town of Newport Fire Department)에 위치합니다. 모바일 커맨드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은 금융 서비스부 재해 직통 전화(Department's Disaster Hotline) 

800-339-1759로 문의해 월~금,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nda A. Lacewell 금융 서비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바일 커맨드 센터와 소비자 지원 부서에 있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주택 소유자와 기업의 보험 

청구, 모기지 구제 및 기타 이슈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극한의 기상 상황의 

여파에 대응해 주민들이 금융 서비스부를 리소스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난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폭우와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주 대부분의 지역에 

홍수와 정전을 일으켜 카유가, 셔터쿼, 코틀랜드, 더치스, 이리, 에섹스, 해밀턴, 허키머, 

몽고메리, 오네이다, 사라토가, 워런, 제퍼슨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역 대응 장비 및 자원, 수백 명의 주 요원, 2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여 지역의 대응 및 청소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교통부는 주 시스템에 영향을 준 118개의 폐쇄되었던 도로가 최소 하나의 대체 차선으로 

재개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통부 직원 및 비상시 계약자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복원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과 운하 관리 공사(Canal Corporation)는 자산에 대한 피해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필요한 수리 및 재건 노력에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운하 관리 

공사는 프랭크퍼트의 모이어 크리크에 제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최초의 대응자, 긴급 관리팀, 주 방위군은 현지 파트너들에게 폭풍 대응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은 피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를 이미 배치하여 잠재적인 연방 재해 원조를 얻고자 합니다. 부서 대표는 평가가 

완료되면 연방 측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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