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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서부서부서부서부 홍수홍수홍수홍수 대비에대비에대비에대비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개요개요개요개요 설명설명설명설명  

 

국가국가국가국가 비상비상비상비상 운영운영운영운영 센터는센터는센터는센터는 기온기온기온기온 상승상승상승상승 예상에예상에예상에예상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상황상황상황상황 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계속합니다계속합니다계속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rie 카운티, Alden의 뉴욕 주의 비상 대응 본부에서 홍수 대비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한 홍수의 강한 가능성을 보이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들에 다음과 같은 온도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예상에 Cuomo 지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들을 취하도록 

주정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과 함께 이미 지난 몇 일 동안 큰 눈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왔고, 우리는 

뉴욕 주 서부에 응급 요원과 자원의 대규모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 500 개 이상의 방위군 회원, 수 백개의 

펌프와 수십만의 모래주머니를 포함하여 - 우리는 안전하게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폐쇄폐쇄폐쇄폐쇄 및및및및 여행여행여행여행 금지금지금지금지 

 

일부 도로가 열릴 경우에도, 운전자는 중장비가 여전히 눈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I-90는 출구 57A를 제외하고 재개되었습니다. I-

190은 지역 통행금지로 인한 출구 1-5를 제외하고 열려 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 지속: Alden 타운, 

Alden 빌리지, Buffalo시 (Seneca Street의 남쪽). 

 

비상비상비상비상 장비장비장비장비 및및및및 인원인원인원인원 

 

온도 상승에 따른 홍수 가능성 예상하며,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이 영향을 입은 지역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자원을 재 파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비와 인력은 주정부를 포함한 전역에서 

동원되었습니다:  

• DEC, Parks 및 주정부 소방국에서 51척의 보트  

• 주 방위군에서 29대의 높은 축 차량과 500명 이상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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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OGS, DHSES, PANY, DOT, Thruway, Canals 과 Parks 에서 총 375대의 펌프 

• 176500개의 모래주머니와 3개의 샌드배거 

• 물 69,000 병, 5,300개의 전투 식량 

• 30대의 조명탑 

• 1 휴대용 워터 버팔로 (5백갤런 탱크) 

• 13,000개의 전투 식량은 Oriskany창고에서 배부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시계는 일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Cattaraugus, Chautauqua, Erie, Genesee 및 

Wyoming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작은 천과 Buffalo 메트로 지역을 지나는 시내를 포함하여 눈이 

녹음에 따라 범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눈이 녹아 도시 홍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환경 보전국(DEC)은 눈이 녹아 비가 홍수에 손상을 일으킬 수 지류 하천을 포함하여 홍수 다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FEMA 홍수 일반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EC는 국가 기상청 서비스와 

함께 뉴욕 서부의 홍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시내, 천, 강의 홍수 게이지를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DEC는 또한 위험 상태에 기반하여 Erie 카운티의 13개의 배수 처리 시설과 Wyoming 카운티의 

1개를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훈련된 환경 보전 직원은 비상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월요일 저녁에 활성화 한 후 폭풍을 모니터링 하는 주 비상 운영 센터는 국보 보안 및 

비상 서비스 부서 (비상 관리실과 화재 예방 통제실의 요원들 포함), 교통부, 환경 보존부, 뉴욕 주 

고속도로청, 주 경찰, 공공서비스 위원회 및 육해군업무와 일반 서비스 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주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주택주택주택 홍수홍수홍수홍수 안전안전안전안전 정보정보정보정보: 

• 가정이나 업체에서 홍수가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경우, 고객들은 전기나 천연 

가스 서비스를 끄도록 그들의 전력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홍수의 경우, 고객이 전기와 

천연 가스 서비스를 해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홍수 이전에 예방 조치로서, 

고객은 지하 하수구를 확인하여 그것이 깨끗하고 통전 전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침수된 지하실에서 나오십시오. 물에 잠긴 통전 배선이나 콘센트는 위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실에서의 천연 가스 서비스는 또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홍수가 끝난 후 전기 서비스를 복원하게 하려면: 고객은 본인의 유틸리티에 연락하기 

전에 전기 기사에게 연락해서 전기를 켜도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 퓨즈 상자 

또는 회로 차단기 상자가 물 아래 있는 경우, 서비스를 복원하기 전에 공인된 전기 

관리자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켜질 때까지 누군가가 있어야 하며, 

지하실에는 물이 없어야 하며 전기 패널은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고객과 

계약자는 전기 서비스를 키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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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가 끝나면 천연 가스 서비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천연 가스 미터기 및 조절 장치가 

물에 잠긴 경우에, 고객은 먼저 본인의 천연 가스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천연 가스 

설비(보일러, 온수기 등)가 물에 잠긴 경우에, 고객은 장비 검사를 받도록 배관 및 난방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고객은 서비스 복원을 위해 천연 가스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계약자는 절대 천연 가스 서비스를 키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추가추가추가 안전안전안전안전 수칙수칙수칙수칙: 

• 가스 냄새가 나면, 고객은 즉시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에서 유틸리티 혹은 911에 연락을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 어떤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유틸리티 대표의 비상 전화는 하루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 떨어진 전깃줄을 멀리하십시오. “dead”표시가 있는 전깃줄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지붕에서 눈을 치울 경우 특히 주의하십시오. 또한 구조에서 눈의 부하가 지붕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없는지 조심하십시오.  

 

지금지금지금지금 당장당장당장당장 준비해야준비해야준비해야준비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당신이 서둘러 떠날 필요가해야 높은 안전 접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알아 봅니다. 

• ‘가족 탈출’ 계획을 만들고 연습하고 가족이 떨어져 있을 경우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 가구,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유권 등 귀중품의 항목 별 목록을 확인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유지합니다. 

• 통조림 식품, 의학 및 응급 처치 용품 및 식수 비상 용품을 비축합니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 애완 동물을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및 비상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당신의 자동차에 연료를 보관하십시오.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주유소는 며칠 동안 

연료를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차 트렁크에 작은 재해 공급 장치 키트를 

준비하십시오. 

• 당신의 주택이 가능한 홍수 수준 위 아래로 몇 피트인지 알아보십시오. 예측되는 홍수 

수준이 발표될 경우, 침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래 주머니, 합판, 플라스틱 시트 및 비상 방수용 편리한 목재 등의 재료를 

보관하십시오. 

 

발생시발생시발생시발생시:  

•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날씨 라디오 또는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정보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현지 공무원이 대피를 권고하는 경우, 즉각 그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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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장소가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 그 곳으로 가십시오. 

•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바깥의 소유물을 집안으로 넣거나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여기에는 정원용 가구, 

쓰레기통 및 기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 집을 보안하십시오: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십시오. 

 

통행시통행시통행시통행시:  

• 침수 도로에 격리되지 않도록 빠르게 떠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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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는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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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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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발전기발전기발전기 및및및및 임시임시임시임시 휴대용휴대용휴대용휴대용 난방난방난방난방 기기를기기를기기를기기를 작동작동작동작동 할할할할 때때때때 주의해야주의해야주의해야주의해야 하며하며하며하며 적절한적절한적절한적절한 절차로절차로절차로절차로 사용해야사용해야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발전기를 위치시킵니다. 당신의 차고라고 해도, 내부에서 그것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휘발유 발전기는 일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연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튼튼하고, 올바르게 접지 된 연장 코드를 사용하여 직접 발전기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연장 코드가 닳거나 마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의 가정의 메인 퓨즈 박스 또는 

회로 패널에 직접 발전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발전기의 허용 와트보다 더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 기기의 수를 제한합니다. 모든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 필요한 경우에만 발전기를 사용해야,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는 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때 가능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기를 끄십시오. 

 

환경 보전부에서는 탱크의 홍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상업 및 주거 연료 원유 탱크의 소유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탱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탱크 업자가 탱크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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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또는 폭풍으로 인해서 탱크가 떠내려 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탱크는 떨어지는 나뭇가지, 흐르는 잔해 또는 고압 전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탱크로 연결되는 필 파이프, 통풍구, 계측기 및 마개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필 포트 또는 통풍구 위가 침수될 경우 필 파이프의 캡을 안전하게 매고 배기관을 

최악의 수위 위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 탱크 또는 지하실에 위치한 탱크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기름기름기름기름 유출의유출의유출의유출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귀하의 집이나 집 근처에서 홍수에 의해 기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뉴욕 주 환경 보전부의 

유출핫라인 1-800-457-7362에 즉시 연락하여 유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름이 주택을 침수하는 홍수와 섞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물을 뜰로 퍼내지 

마십시오. 기름은 근처 우물, 수역 및 주택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번져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물 위에 기름층이 형성되 있는 경우 물을 빼기 전에 기름을 제거함으로서 우물과 바닥의 

기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흡수 패드로 기름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 두꺼운 기름층의 경우 진공 트럭으로 물로부터 기름을 걷어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을 흘릴 경우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에 518-402-

7810 또는 800-458-1158로 연락하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 또는 주말에는 1-866-

881-2809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름으로 오염된 잔해 또는 기타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물품은 따로 

분리해서 환기가 잘되는 지역에 저장해야 합니다. 옥외에 저장될 경우 강수가 근처 흙 및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미를 덮어야 합니다. 화학물 또는 기름 난방 탱크 주택의 기름 유출은 spill 

Hotline을 통해서 DEC로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 최소화 및 신속 정화 작업 관련 정보는 

http://www.health.ny.gov/environmental/indoors/air/oil_spill_flood.htm으로 접속해 주십시오.  

 

비상비상비상비상 연락망연락망연락망연락망 정보정보정보정보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 전력 비상 사태 또는 정전을 알리기 위해(800) 572-1131에 전화하십시오 

•  천연 가스 비상 사태 또는 가스의 냄새를 알리기 위해(800) 572-1121에 전화하십시오 

 

National Fue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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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가스 비상 사태 또는 가스의 냄새를 신고하려면 즉시 (800) 444-3130 로 

전화하십시오 

• 어떤 물이 빠지게되면, (800) 365-3234 테스트 및 서비스 복원을 위해 이 회사로 

전화하십시오 

 

National Grid:  

• 전력 비상 사태 또는 정전을 알리기 위해 (800) 867-5222에 전화 하십시오 

• 천연 가스 비상 사태 또는 가스의 냄새를 알리기 위해 (800) 892-2345에 전화 하십시오 

• 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800) 642-4272에 전화 하십시오 

 

라이선스를 가진 배관공 및 전기를 필요로 하는 개인은 해당 지역의 유틸리티를 문의 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800) 572-1111 

National Fuel Gas: (716) 686-6123 

National Grid: (800) 642-4272 

 

주요 업데이트 및 안전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NY.Govat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ny.gov/important-information-winter-storm-western-new-york. NY-Alert에 가입하기 위해 

New York’s All-Hazards의 경고와 안내를 하는 웹베이스 포털을 방문 하십시오 : 

https://users.nyalert.gov/. 아이폰을과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앱을 다음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http://www.ialert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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