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전역의 다수의 지역이 금일과 익일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동자에게 주의  

  

폭설, 강풍, 결빙으로 주 전역의 도로 상황이 악화될 예정으로, 뉴욕 주민은 불필요한 

이동 자제  

  

레이크 온타리오 동쪽 부근에 월요일 밤 최대 2인치 적설 예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폭설, 강풍, 결빙 등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금일부터 익일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일요일 내내 눈과 비, 진눈깨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가시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일 밤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동쪽 일부 지역에서 최대 2인치의 적설, 월요일 밤까지 최대 시속 35 마일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웨스턴 뉴욕, 노스 컨트리,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등이 주요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극심한 겨울 기상 상황에 

익숙하지만, 눈, 바람, 결빙이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모든 예상 피해 

지역의 모든 분들께 오늘과 내일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뉴욕은 

지역 파트너들의 응급 대응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으며, 우리의 직원들은 계속 대기하며 

도로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폭설과 돌풍 때문에 다수의 기상 경보과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월요일 밤까지 결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신 지역의 기상 주의보 전체 목록을 보려면 해당 지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준비상황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 조건을 면밀히 관찰하며, 주정부 비상 대응을 

조정하고, 기상 악화를 겪는 동안 지방정부와의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는 펌프, 

전기톱, 샌드백 및 생수 등 폭풍과 관련된 필요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비축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s.weather.gov%2Fcap%2Fny.php%3Fx%3D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3367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38TIRQEINhxeASYnhJ3PNXDaLUKnS6jXJ4f4FFV7sb4%3D&reserved=0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뉴욕주 교통부는 다수의 지역의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 제설기 606대  

• 대형 로더 325대  

• 중형 제설기 150대  

• 견인식 제설기 52대  

• 제설용 송풍기 41개  

• 제설용 픽업트럭 22대  

• 그레이더 20대  

최신 교통 정보를 보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s://www.511ny.org 또는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스루웨이 관리청은 대형 제설기 246대, 중형 제설기 122대, 견인 제설기 11대, 로더 

64대, 제설 소금 122,000톤 이상과 함께 주 전역에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감독자 및 

작업자 67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변 메시지 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s),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루웨이 

운전자에게 겨울철 기상 상태를 알립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최신 교통상황을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스루웨이의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환경보존부, 환경 보존 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 산림 

감시대원(Forest Rangers), 비상 관리(Emergency Management) 직원, 지역 직원들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중이며, 혹한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 지역과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주 공원 경찰(New York State Park Police)과 공원 직원은 경계 상태로 기상 상태와 

영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방문자는 parks.ny.gov에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 

공원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공원 개방 및 폐쇄 시간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부(공공 서비스부)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511ny.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436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Bl8pWElY2%2F7CVhoWkfCfEpG7O6MQPzDZTkX7RmIkEO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mobileapp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436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JzBWe%2FS%2FuWJiKMd4q0DZDOczMWLiOgp5oakV%2FWQA7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436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koejh9Xv52lnlEKBDII8RQ%2BeiFccxH%2BJNdBuAHLN%2FZ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pps.thruway.ny.gov%2Ftas%2Findex.aspx&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5358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mxeyYjE0Q7XZ%2FRad%2BZ0hTk1G6l5rcV6LVtr7IysTP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pps.thruway.ny.gov%2Ftas%2Findex.aspx%23_blank&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5358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qVpOa8NuKrYqhaPMX%2BUCIEEC95APHOuOvl4ltV%2BgiF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635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z%2B3HEp%2FjUc%2BgXm937oUjVCaQnFRaxjIHrafIi%2BfUIHw%3D&reserved=0


뉴욕의 공공 시설에서는 현재 약 5,500명의 근로자가 뉴욕주 전역에서 피해 평가, 대응 

및 복구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관 직원은 폭풍 발생 기간 유틸리티 작업을 

확인하여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적절한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주 경찰은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은 지역에 추가 대원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뉴욕주 경찰 소속 4륜 구동 및 특수 차량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모든 비상 전력 및 통신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준비된 상태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  

뉴욕 전력청과 운하관리공사 직원은 모든 시설, 자산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전력청은 필요한 경우 전력 복구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MTA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MTA 직원은 소금을 뿌리고, 플랫폼과 계단의 얼음을 치우고, 신호, 스위치 및 

제3의 레일을 작동시킬 준비를 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다리 및 터널(MTA 

Bridges and Tunnels)은 결빙된 도로를 운전할 때 조심하게 감속 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승객들은 new.mta.info에서 최신 서비스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탐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다음의 MTA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엠티에이(MYmta), 롱아일랜드 철도 열차 시간(Long Island Rail Road 

Train Time), 메트로 노스 열차 시간(Metro-North Train Time).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항만청은 날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횡단시설을 오가는 도로 및 교량에서 

속도 제한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항만청 시설을 통과하는 승객들은 운영사 및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지연, 취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항만청 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는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항만청 알림에 가입하거나 항만청 모바일 

앱 중 하나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안전 수칙  

겨울철 통행  

  

겨울 폭풍 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석에 앉기 전에 차량의 얼음과 눈을 확실히 치워야 합니다. 좋은 시야가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운전 정지를 계획하고 자동차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보일 수 있음을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mta.info%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635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1kWwEzJtQBmP657f39Mn9KZr5m5miERkGiygR%2BdrB%2B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otect2.fireeye.com%2Fv1%2Furl%3Fk%3Dbb706d54-e4eb5466-bb729461-000babd905ee-45d50f6899268e60%26q%3D1%26e%3D867d2220-fea0-4db7-8f98-641544a93502%26u%3Dhttps%253A%252F%25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F%253Furl%253Dhttps%25253A%25252F%25252Fwww.panynj.gov%25252Fport-authority%25252Fen%25252Falerts.html%2526data%253D04%25257C01%25257Cacollins%252540mtahq.org%25257C4e326c0b61b14d7776be08d8d0e66577%2525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25257C0%25257C0%25257C637489035255805941%25257CUnknown%25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253D%25257C1000%2526sdata%253DIWSLzw80YKVfV84Mo3xX%25252FEFcXlbVNVHQaMDLH6GohNE%25253D%2526reserved%253D0&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735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vKdnfrovqX9cyhzplgWQn%2FC8uYnsaOX6jq5cx839t7Q%3D&reserved=0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보일 수 있음을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도로의 운전자들은 제설기가 살포하는 소금이 주행 레인 안에 머물고 도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속 최고 35마일로 주행하므로 많은 경우에 

게시된 속도 제한 표시보다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고속 도로에서는 종종 제설기가 옆으로 나란히 작업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레인의 눈을 

한 번에 치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는 제설기 운전자의 시야가 좁고 제설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신속하게 피하고 정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설기 뒤에서 날리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설 

차량 추월을 시도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라붙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 차량 뒤쪽으로, 제설 후 소금이 뿌려진 도로입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령:  

  

• 겨울 폭풍이 휘몰아칠 때는 필요하지 않은 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 교량은 도로에 비해 결빙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교량에서 주행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도로 위의 젖은 나뭇잎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나뭇잎 뭉치에 

접근할 때는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에 담요, 삽,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따뜻한 옷, 타이어체인,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급속 에너지 충전 식품 및 조난 신호기로 사용할 밝은색 천 

같은 비상용품 등이 비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솔린이 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솔린 탱크를 가득히 채워 두십시오.  

• 휴대 전화나 송수신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 두고 길을 떠날 때 

지참하십시오. 발이 묶이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에게 귀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누군가에게 이동 계획을 꼭 알리십시오.  

• 운전하는 동안 차량에 얼음과 눈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미리 운전 정지를 계획하고 차량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보일 수 있음을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제설기가 살포하는 소금이 주행 레인 안에 머물고 도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속 최고 35마일로 주행하므로 많은 경우 게시된 속도 제한 표시보다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고속 도로에서는 종종 제설기가 

옆으로 나란히 작업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레인의 눈을 한 번에 치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는 제설기 운전자의 시야가 좁고 제설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신속하게 피하고 정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설기 뒤에서 날리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설 



차량 추월을 시도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라붙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 차량 뒤쪽으로, 제설 후 소금이 뿌려진 도로입니다.  

  

정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뉴욕 주민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순간적인 전력 서지로 인해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주요 가전제품 및 기타 

장비(예, 컴퓨터)의 전원을 끄거나 연결을 끊습니다. 전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개의 전등을 켜 놓으십시오.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곳마다 서지 

보호기를 사용하십시오.  

•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웃집에는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동이나 기능이 불편한 사람들을 

살피십시오.  

•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냉동고는 약 

48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난방하지 마십시오. 

유해한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 즉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 고층 건물 안에 계신 경우, 계단을 타고 건물의 가장 낮은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도움을 기다립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유지합니다. 충분한 공기가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애완동물에게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십시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교통 신호는 

정전 동안 작동을 멈추게 되고, 교통 혼잡과 위험한 운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전 중에 운전해야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는 교통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4방향 일단정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현금 자동 인출기(ATM)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추가적인 안전 수칙은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oem%2Fsafety-info%2Findex.cfm&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735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gNeBCyltpBSfZk5JtKKaF866a3mJQC6sk6A6IOHNoA%3D&reserved=0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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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8345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M8nTvWW4bCf9DhoVo38SqRtzLlgzP0jWZVZLgvuTnc%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8AF10B7DF2FF9E11852587C50068805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b0daf38e6da4e65fa3308d9d3a6a87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353502148345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CmyYdBLt7gTvU%2FzGBiVrrlU4KL07vlxAeFNDIHwV%2F8U%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