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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뉴욕 주 주민들에게 저녁 통근 시간 동안 홍수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Queens; Richmond; Westchester 

카운티에 돌발 홍수 경보 발령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주민들에게 특별히 저녁 통근 시간 동안 오늘 저녁 

8시까지 국립 기상국이 발령한 돌발 홍수 경보에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돌발 홍수 

경보는 뉴욕 시와 Nassau, Suffolk, Putnam, Rockland, Southern Westchester 와 같은 

카운티에 해당됩니다. 돌발 홍수는 시간당 가능한 강수량이 일 인치에서 이 인치로 

예상됩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이 오늘 저녁 특히 침수된 도로에서 조심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도로의 경우 종종 위험한 곳이 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압이 도로에서 차량을 휩쓸어 버리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모든 안전 권고를 따르고 험한 날씨가 지속되는 

동안 이동할 경우, 뉴욕 주 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권장 루트를 따르십시오. 구경하지 마십시오.  

 통행하면서 NOAA의 날씨 라디오와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씻겨나간 도로, 산사태, 파손된 상수도 또는 하수도 본관, 느슨하거나 쓰러진 

전선 및 낙하하거나 떨어진 물건에 주의하십시오.  

 도로가 아래로 내려간 부분, 교량 및 낮은 지대와 같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홍수 상태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주의하십시오.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여 건너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십시오. 

 빨리 움직이는 물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빨리 움직이는 2피트의 

물에 자동차가 떠밀려갈 것입니다. 시속 2마일로 움직이는 물은 차를 길이나 

교량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차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주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즉시 차를 버리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비상 정보를 받으시려면 NY Alert의 웹사이트에서 무료 경보와 알림을 

신청하십시오: www.nyale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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