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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요커들이 심각한 폭풍우 및 토네이도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도록 역설 

 
오늘 Andrew Cuomo 주지사는 내일 뉴욕주를 통과할 심각한 뇌우에 대비하도록 역설했습니다. 이 
폭풍우는 심각한 비와 바람 그리고 토네이도의 가능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범위한 정전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오늘 다가오는 폭풍우에 대해 주정부 관리들에게 보고했으며, 뉴욕주에 대한 중간 
정도의 악천후 발생 위험성을 선언했습니다. 이 예보에 의하면 강풍 및 토네이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응급 작전 센터가 내일 오후 01:00시부터 작동됩니다. 
기후 조건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주지사는 오늘 주민들이 지역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폭풍우의 최신 전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역설했습니다. 
 
“뉴요커들이 모두 조심하고 지역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보도에 주의하여 여름 폭풍우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도록 강조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적절한 예비 조치를 
취하면, 가능한 한 강풍과 폭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개인들이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Steven Kuhr 뉴욕주 응급 사태 관리국장은 "가족들과 개인들은 응급 구조 키트 및 응급 사태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 구조 키트에는 장기 보존 식품, 물,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피 또는 운행 제한 등 지역내 정보를 제공하는 응급 경보 
체게(EAS)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응급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주저 말고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폭풍우에 대한 주지사 안전 수칙입니다: 
 
폭풍우가 도착하기 전에:  

• 폭풍우 동안 발사물이 될 수 있는 야외용 가구, 쓰레기 통, 도구, 걸어두는 화조 등을 
붙잡아 매거나 건물 안으로 들여옵니다. 
• 지하실이 있는 경우, 배출 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장치를 사용할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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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춥니다. 
• 대기용 발전기 또는 대안적인 전원을 준비합니다. 
• 이웃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 건물 내에 그리고 유리창과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 휴대폰 및 중요한 전자기기를 충전해 둡니다 
• 도로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즉시 대피소를 찾습니다.  

밖에 나가야 하는 경우:  

• 홍수가 난 도로를 운전하려 하지 말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시속 2마일 정도의 
물길은 차를 길이나 교량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아래로 내려간 부분, 교량 및 낮은 지대와 같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홍수 상태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주의합니다. 
• 차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주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특시 차를 버리고 떠납니다.  

집이나 직장에 있는 경우:  

• 집에서 대피하라는 지지가 없는 한 집에 있는다.  
• 냉장고를 최대한으로 차겁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연다. 
• 당국이 지시하는 경우 전기를 끄고 수도를 잠근다. 
• 프로판 가스 탱크를 잠근다. 
• 주요 가전 제품들을 전원에서 뽑는다. 
• 큰 용기들에 물을 담아 둔다.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  

• 덮혀져 있는 경우에도 유리창이나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 실내의 모든 문들을 닫는다.  
• 실외의 문들을 안전하게 보강한다. 
• 2충 이상의 건물에 있는 경우, 건물내 낮은 층에 있는 방으로 간다. 
• 심한 뇌우가 계속되는 동안 실내에 남아 있는다. 토네이도 경보가 내리는 경우, 
지하실이나 기타 집 또는 직장 건물의 낮은 장소 또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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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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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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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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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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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기 모터는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실내에서 목탄을 사용해 요리를 해서는 안된다.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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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경보 및 통보 시스템인 NY-ALERT를 이용하는 것이 응급 사태 정보를 입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isit www.nyalert.gov.  
 
최선의 대비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prepar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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