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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심한 폭풍이 뉴욕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뉴욕 시민들에게 저녁 통근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  

  

주 전역에 걸쳐 40개 이상의 카운티에 심각한 뇌우 주의보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춘 주 기관과 자산  

  

시속 60마일 이상의 돌풍, 폭우, 위험한 낙뢰, 큰 우박 및 토네이도 활동을 일으키는 

혹독한 날씨, 강풍으로 인해 정전, 나뭇가지 및 송전선이 끊어질 수 있음  

  

뉴욕 시민들에게 월요일 저녁 내내 날씨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웃들을 확인하도록 

독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심한 폭풍이 주 대부분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녁 퇴근 시간 동안 뉴욕 시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40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심한 뇌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뉴욕 북부 전역에는 이미 시속 

60마일 이상의 돌풍, 폭우, 번개, 토네이도 활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우박은 

또한 폭풍의 경로에 있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정전, 

쓰러진 나무 및 전원 공급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강풍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Hochul 주지사는 뉴욕 시민, 특히 주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저녁 퇴근 시간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 내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주를 관통하고 있는 극심한 기상 현상은 

강풍, 폭우, 그리고 토네이도를 포함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으로 오늘 오후와 

저녁까지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폭풍의 경로에 있는 

누구든지 오후와 저녁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이에 따라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 전역의 여러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혹독한 기상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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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s.weather.gov%2Fcap%2Fny.php%3Fx%3D1&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9xEt%2FmmSJcojY%2B1DGQ1cDOcF%2FROYbNkDPwfzR1fCU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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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i1FIsUrTzXW0LFFja9W1iqX86O6zY6KnTmCu896nNc%3D&reserved=0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지역이 이미 오늘 오후 혹독한 기상 조건을 견뎌냈지만,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시간대가 가까워 옴에 따라, 이러한 강력한 폭풍은 주의 동부 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저녁 퇴근 시간 내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비상 대응 팀은 모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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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와 여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 정부와 함께 모든 대응 요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펌프, 전기톱, 샌드백 및 생수 등 폭풍과 관련된 필요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비축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교통부는 3,380명 이상의 관리자와 작업자들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현장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응반(홍수, 치퍼, 적재 차량, 하수구 제트, 절단 장치, 교통 신호 등)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 요원들은 배수 구조물에 잔해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고 

청소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덤프트럭 1,471대  

• 대형 로더 309대  

• 77대의 궤도식 및 바퀴형 굴삭기  

• 절단기 75대  

• 그레이더 18대  

• 하수구 제트 탑재 백 트럭 14대  

• 14대의 나무 팀 버킷 트럭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스루웨이 관리청은 633명의 작업자 및 감독관, 소형에서 중형에 이르는 굴삭기, 

제설기가 부착된 덤프트럭, 대형 적재기, 다수의 휴대용 가변 전광판(Variable Message 

Signs, VMS), 휴대용 조명탑, 소형 발전기, 소형 펌프, 장비 운반 트레일러 등과 더불어 

도로를 우회 또는 폐쇄할 수 있는 표지판 및 기타 교통 통제 장치로 주 전역의 바람 및 

폭풍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변 메시지 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s)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루웨이 운전자에게 기상 상태를 알립니다.  

  

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덤프트럭 358대  

• 로더 65대  

• 트레일러 31대  

• 벡 트럭 7대  

• 굴삭기 15대  

• 브러쉬 치퍼 9대  

• 전기톱 99개  

• 공중 작업 트럭 13대  

• 스키드 스티어 22대  

• 휴대용 발전기 84개  

• 휴대용 조명 기구 67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앱에 접속하여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카메라와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또한 스루웨이(Thruway) 최신 교통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TRANSalert에 가입하거나, 트위터에서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thruway.ny.gov 를 방문하여 스루웨이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쌍방향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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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류 구조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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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공공 시설에서는 현재 약 6,500명의 근로자가 뉴욕주 전역에서 피해 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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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적절한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 조치:  

• National Grid는 이 기상 현상을 위해 약 450명의 외부 라인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N27STqbxc4CyAL3SnKwypycrAnFL4LSQbu7kQxAr%2B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otect2.fireeye.com%2Fv1%2Furl%3Fk%3D49c374ec-16584de2-49c18dd9-0cc47aa88e08-e24ae9247819c0fd%26q%3D1%26e%3D6c8e9f4e-4ca3-42aa-adea-ab4a39364d27%26u%3Dhttps%253A%252F%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F%253Furl%253Dhttps%25253A%25252F%25252Fitunes.apple.com%25252Fus%25252Fapp%25252Fnys-thruway-authority%25252Fid1219981541%25253Fls%25253D1%252526mt%25253D8%2526data%253D04%25257C01%25257C%25257Cf4f15a68663a4e2a4a1508d992504d6d%25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257C0%25257C0%25257C637701695879349020%25257CUnknown%25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253D%25257C1000%2526sdata%253DSac5BlD9ziKtjbepeLKbQyOUNFtTLLnQM%25252BJnnx6%25252FI74%25253D%2526reserved%253D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iHIanAXZ1S2FaJjl6ZxlHb1OJr8tYHARNpNbmx9MX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otect2.fireeye.com%2Fv1%2Furl%3Fk%3Dca6d2073-95f6197d-ca6fd946-0cc47aa88e08-97e26c3b3cbaf695%26q%3D1%26e%3D6c8e9f4e-4ca3-42aa-adea-ab4a39364d27%26u%3Dhttps%253A%252F%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F%253Furl%253Dhttps%25253A%25252F%25252Fplay.google.com%25252Fstore%25252Fapps%25252Fdetails%25253Fid%25253Dgov.ny.thruway.nysta%2526data%253D04%25257C01%25257C%25257Cf4f15a68663a4e2a4a1508d992504d6d%25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257C0%25257C0%25257C637701695879358975%25257CUnknown%25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253D%25257C1000%2526sdata%253D0ecturgzgvgSBYWj4ROVrbinB7ecYUYA%25252FbapVuFLFj4%25253D%2526reserved%253D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89Hkd%2FEpOOgqLD4%2F8eRDLVcy2cWlb45tkK1RSugn%2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pps.thruway.ny.gov%2Ftas%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9%2Bn5sLDm38TS0fRbR%2Bb14v8My8PkwMnxiFj0ubYjo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otect2.fireeye.com%2Fv1%2Furl%3Fk%3D0b0b02c4-54903bca-0b09fbf1-0cc47aa88e08-87149d6f3e5092aa%26q%3D1%26e%3D6c8e9f4e-4ca3-42aa-adea-ab4a39364d27%26u%3Dhttps%253A%252F%25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52F%253Furl%253Dhttps%25253A%25252F%25252Ftwitter.com%25252FThruwayTraffic%2526data%253D04%25257C01%25257C%25257Cf4f15a68663a4e2a4a1508d992504d6d%25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257C0%25257C0%25257C637701695879358975%25257CUnknown%25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253D%25257C1000%2526sdata%253DYO6wc58dweJYWwl5iTybNjq1JqRsys1oNuEwQY91uKs%25253D%2526reserved%253D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46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5X1koghCC7IKCNDH2kIxH4ZoPQ1R20aRk4fmlX%2BWyrU%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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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Hudson은 이 기상 현상을 위해 50명의 외부 상호 원조 라인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 NYSEG는 이 기상 현상을 위해 500명의 외부 계약 라인과 캐나다 상호 원조 라인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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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 구동 자동차, 다목적 차량(Utility Task Vehicles)을 포함한 모든 주 경찰(State Police) 

특수 차량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대의 비상 

전력 및 통신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준비된 상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상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MTA 직원들은 날씨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응하고 

선로와 교차하여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쓰러진 나무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TA 교각 및 터널 공사(MTA Bridge and Tunnels)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텅 

빈 트랙터 트레일러와 탠덤 트럭 운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Cross Bay와 Marine 

Parkway 브리지의 보행자 통로도 이 시간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Robert F. 

Kennedy와 Henry Hudson 브리지의 보행자 통로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계속 개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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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청(Por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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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RidePATH는 PATH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경보를 제공합니다.  

  

악천후 안전 수칙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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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별로 발령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anynj.gov%2Fport-authority%2Fen%2Falerts.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830e71218b428bed9608da377c249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3035816214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8ztsGFiHy3XRWu1h1k%2BjHGbaAon21241RBM0NSU9J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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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떠나야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높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 '가족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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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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