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4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는 기상청과 함께 뉴욕주 극한 기후 인식 주간을 발표  

  

파트너십을 통해 봄과 여름 발생하는 홍수, 토네이도, 극한 폭풍 등의 위험에 대한 뉴욕 

주민의 인식 제고  

  

극한 기후 인식 주간은 2022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춘계 및 하계에 발생하는 계절성 홍수, 토네이도, 

폭풍 등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주를 극한 기후 인식 주간(Severe Weather 

Awareness Week)으로 선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극한 기후에 대한 뉴욕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향후 폭풍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극한 기후 상황은 뉴욕에서 계속 

빈발하고 있으며 여름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향후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폭풍, 홍수, 토네이도 등으로 인한 극한 기후 및 위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사태에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와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연간 캠페인은 특정한 기후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폭풍, 토네이도, 홍수 등 극한 상황에서 자신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한 

뉴욕 주민의 안전한 대처법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홍수로 연간 88명, 번개로 41명, 토네이도로 68명이 사망합니다.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연중 극한 

기후가 발생합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 빈발하며, 이것이 바로 뉴욕 주민이 극한 기후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욕 주민은 이번 주 소셜 미디어에서 극한 기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폭풍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대피 장소 및 쉼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ry Erickson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지만, 이러한 

경보를 확인한 사람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러한 



경보가 효과적입니다. 주의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기상 주의보에 

등록하고 가족과 함께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숙지해야 할 4단계 개인 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수립: 가정, 학교, 직장, 야외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택 및 자택 외에 쉼터로 삼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 주의보 

발령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2. 키트 준비: 기상청 예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상 라디오, 손전등, 보조 배터리 

등7~10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 물품을 자택과 자동차에 준비합니다. 가족들의 

비상 의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과 의약품 등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모든 

반려동물을 위한 비상 물품도 준비합니다.  

3. 정보 확인: 비상 주의보 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EAS) 메시지를 

티브이와 라디오를 통해 확인하고 지역 비상 명령을 따릅니다. 비상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뉴욕 알러트(NY Alert)를 alert.ny.gov에 등록하여 컴퓨터 

또는 핸드폰 등으로 비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적극 참여: 지역 비상 관리소에 연락하여 비상 계획 및 개인 준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뉴욕 케어스(New York 

Cares), 볼런티어 뉴욕(Volunteer NY) 또는 구세군(Salvation Army) 등 단체에 

자원봉사하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극한 기후에 대비한 개인 대비 정보는 DHSES 안전 및 예방(Safety and Prevention) 

웹페이지 dhses.ny.gov/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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