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월요일 저녁 뉴욕주 일부 지역에 발생할 악천후에 대비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촉구  

  

월요일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주도, 미드-허드슨, 노스 컨트리 지역 

일부에 강력한 폭풍 예보  

  

폭풍으로 강풍이 발생해 정전, 나무 손상, 전선 손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우, 우박, 

번개, 고립적인 토네이도 발생 가능  

  

뉴욕 주민은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관찰하고 각종 예보 확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주도, 미드-허드슨, 

노스 컨트리 지역 일부에 뇌우를 동반한 악천후가 예보된 가운데 뉴욕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뉴욕주 서부에서 오전 늦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저녁까지 중부와 동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풍으로 최대 시속 60 마일의 

돌풍이 불어 나무와 전선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전을 비롯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해 폭우, 돌발적인 홍수, 대규모 우박, 번개, 

고립적인 토네이도 등이 발생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악천후가 

발생하고 기상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뉴욕 주민들에게 오늘 하루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천후로 많은 뉴욕주의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오늘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폭풍 전선은 뉴욕을 통과하면서 정전을 비롯해 나무 및 전선 손상 등의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폭풍이 지나는 지역의 모든 분들께 기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약천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 경보, 일기예보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지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 https://alerts.weather.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민들은 비상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뉴욕 알러트(NY 

Alert)를 alert.ny.gov에 등록하여 핸드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비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s.weather.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51bd10885ca4bc3406308da374d4b1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1023591444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FpjxS2yDtwbpb40y4lo9e07kWCzRpMfN90SgLvbA6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51bd10885ca4bc3406308da374d4b1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1023591444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CYo7lNSqMX4B4EJc37rtf9wmz1PoKoW4f%2BAXABFfmg%3D&reserved=0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전 및 비상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폭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 상황을 관찰하며 뉴욕주 기관 파트너 및 지역 

공무원들과 필수적인 대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뉴욕 주민들은 경계를 

놓지 말고 필요할 경우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의 안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악천후 안전 수칙  

대비  

• 자신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주변 도시 이름을 알아두십시오. 극심한 기후 경보는 

카운티별로 발령됩니다.  

• 급하게 떠나야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높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 '가족 탈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다.  

• 가구,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유물 등 귀중품에 대한 항목별 목록을 만드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 통조림 식품, 의약품, 응급 처치 용품, 식수 등 비상용품을 비축하십시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및 비상 조리기구를 비치해 둡니다.  

• 차량의 연료를 채우거나 충전해둡니다. 정전이 되면 주유소에서 며칠 동안 연료를 

판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작은 재난용품 키트를 넣어두십시오.  

• 다음과 같은 재난 보급품을 갖추고 계십시오.  

o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여분의 배터리  

▪ 구급상자 및 설명서  

▪ 비상식량 및 물  

▪ 전기가 필요 없는 캔 오프너  

▪ 필수 약품  

▪ 수표책, 현금, 신용 카드, ATM 

카드  

  

돌발 홍수  

• 절대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십시오.  

• 주위에 갑자기 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 즉시 차를 버리고 나옵니다.  



 

 

• 빠르게 흐르는 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범람하는 급류가 2피트 깊이일 때 

자동차가 떠내려가며, 시간당 2마일로 이동하는 물은 도로 또는 다리에서 

자동차를 쓸어내릴 수 있습니다.  

  

번개  

• 30-30 법칙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번개의 섬광을 보고 천둥소리를 들을 때까지 

30초나 30초 이하로 시간이 걸렸다면, 번개에 맞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대피소를 찾습니다. 번개의 마지막 섬광 후, 대피소를 떠나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 번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체에 떨어집니다. 나무 근처에 있다면 나무 밑으로 

몸을 숨기고, 노출되어 있다면 몸을 웅크리고 쭈그려 앉으십시오.  

• 대피소를 찾지 못한 경우, 나무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대피소가 없다면, 나무의 

키보다 두배 멀리 떨어진 개방된 곳에 쭈그려 앉으십시오.  

  

토네이도  

• 야외에서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된 경우, 즉시 대피소를 찾습니다. 근처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배수로나 낮은 곳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십시오.  

• 주택 또는 작은 건물 안에 있는 경우, 건물 가장 낮은 층의 지하실 또는 방 안으로 

이동하십시오. 창문을 피하십시오. 옷장, 욕실, 기타 실내 공간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튼튼한 물건 아래로 들어가거나 매트리스로 몸을 가리십시오.  

• 학교, 병원 또는 쇼핑 센터에 있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광범위하게 개방된 구역이나 창문을 피하십시오. 주차된 차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 고층 건물에 있는 경우, 가능한 가장 낮은 층의 작은방 안 또는 복도로 

이동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기타 안전 수칙은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안전 수칙 웹 사이트 

www.dhses.ny.gov/safety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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