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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열대성열대성열대성열대성 폭우폭우폭우폭우 ANDREA에에에에 의한의한의한의한 폭우와폭우와폭우와폭우와 침수침수침수침수 가능성에가능성에가능성에가능성에 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 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 촉구촉구촉구촉구 

국립기상청국립기상청국립기상청국립기상청, 오늘오늘오늘오늘 오후부터오후부터오후부터오후부터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오전까지오전까지오전까지오전까지 Long Island, New York City 및및및및 Lower Hudson Valley에에에에 

담수담수담수담수 및및및및 해안해안해안해안 침수침수침수침수 예보예보예보예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ew York City, Long Island 및 Lower Hudson Valley 커뮤니티를 포함한 

뉴욕주 남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열대성 폭우 Andrea의 결과로 오늘과 내일 폭우와 

침수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열대성 폭우 Andrea가 뉴욕주에 접근함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침수 조건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이 뉴스를 추적하고 대피의 경우 안전을 위해 현지 비상 공무원과 최초 대응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우 사건에 대비하여 Cuomo 지사는 폭풍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Albany의 주비상작전센터 가동을 지시하였습니다. 

 

NYS 국토안보비상서비스과장인 Jerome M. Hau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홍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움직이는 물입니다. 어떤 크기의 차량이든 움직이는 물 속에서 또는 깊이를 모르는 물 

안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시속 겨우 2마일로 움직이는 물도 도로에서 차량을 급속하게 쓸어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휩쓸려간 도로, 산사태, 파괴된 상수 또는 하수 주관, 느슨하거나 쓰러진 

전선 및 떨어지거나 떨어진 뭉체를 조심하도록 통행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가로등과 

전봇대도 여전히 전기가 통하여 위험한 감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국립기상청(NWS)은 오늘 열대성 폭우 Andrea의 총력이 Long Island, New York City 및 Lower Hudson 

Valley에 영향를 미쳐 2-4 인치의 강우량과 오늘 오후 3:00부터 오후 9:00까지 최고 5 인치의 강우량 

가능성을 예보하였습니다. 이번 비에는 일일 만조가 겹치고 오늘 저녁에는 1피트의 표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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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이 시작되어 2피트의 표준 이상 해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련 동풍은 

시속 30마일의 강풍에 도달할 것도 예상됩니다. NWS는 Andrea 경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다음 안전 팁도 제시하였습니다: 

• 쉽게 썩지 않는 식품, 물, 배터리 작동 또는 핸드크랭크 작동 라디오,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를 포함한 비상 키트 및 비상 계획을 마련합니다. 

• 지하실이 있는 경우, 배출 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장치를 사용할 준비를 

갖춥니다. 

• 대기용 발전기 또는 대안적인 전원을 준비합니다. 

• 이웃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정전이 되는 경우:  

• 우선 공익설비 회사에 전화해 수리 일정을 확인한다. 서비스가 다시 복원될 때 전기 

회선의 용량 초과를 피하기 위해 전등과 가전 제품을 전원에서 뽑아 둔다. 전력이 복원될 

경우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등 하나를 켜둔다. 

• 홍수로 인해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 및 냉동고의 문을 가능한 한 단단히 닫아 둔다. 

• 냉장고나 냉동고 안에 공간이 남은 경우, 플래스틱 용기들에 물을 담아 넣어 두고 서로 

간에 1인치 가량 간격을 둔다. 그러면 식품을 좀더 차겁게 보관할 수 있다. 

 

발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안전 팁을 따르십시오:  

•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공익설비 전기 서비스로부터 전원을 적절히 끊도록 

한다. 가능한 경우, 발전기를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한다. 

• 발전기를 옥외에서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서 작동한다. 절대로 발전기를 옥내에서 

작동하면 안된다. 발전기에 나온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가스가 폐쇄된 공간 전체에 퍼질 수 

있다. 

• 뜨거운 발전기에서 유출된 연료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기의 연료 탱크가 

분리되는 경우, 연료를 넣기 전에 떼어 낸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전기를 끄고 식힌 

후에 연료를 넣는다. 

• 발전기의 해당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소형 가정용 이동 발전기는 350에서 

12,000와트의 전력을 산출한다. 발전기의 용량 초과는 발전기와 발전기에 연결된 가전 

제품을 파괴하고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 제조회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 언제나 아동들을 발전기로부터 멀리 있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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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모터는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옥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옥내에서 숯을 사용해 요리를 해서는 안된다. 숯 또한 일산화탄소 가스를 실내에 

축적시킬 수 있다. 

• 집안의 온도를 따듯하게 하기 위해 가스 오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폐쇄된 집안에서 

열린 오븐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 

 

 

Cuomo 지사는 NY-ALERT에서 비상 정보를 입수할 것을 뉴요커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비상 

정보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뉴욕주의 경보 및 통보 시스템인 NY-ALERT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www.nyalert.gov로 가십시오 – 그것은 쉽고 무료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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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