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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폭염에 대비할 것을 촉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대부분 지역이 고온 다습해지며 90 후반에서 100 초반의 고온 

지수 기록 예상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에게 지역 쿨링 센터 이용과 더불어 다습한 폭염 상황에서 

실내에 머물며 취약한 이웃의 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고령층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뉴욕 주민들에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높은 

기온과 습도가 혼합된 상황이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고온 지수는 90에서 100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로어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화요일 위험할 정도로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대부분 지역에서 수요일 고온 다습한 기온을 보이며 기온은 95도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스테이트 지역은 목요일 폭염으로 매우 위험한 

기후 상황이 발생하며, 고온 지수가 10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주 전역에서 악천후가 발생하며 

고온 지수 100을 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이번 주 고온과 

습기에 유의하고 앞으로 며칠간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뉴욕 주민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 특히 고령자,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 장애인 등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Jackie Bray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온과 습도가 앞으로 며칠간 이어지면서 스트레스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뉴욕 주민은 실내에서 머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경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늦은 오후 등 기온이 높지 않은 

때를 이용해야 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environmental%2Fweather%2Fcooling%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9be8532186ac42a5005708da691ffca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8833610131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G4%2FVlVbwdeXkr%2BBADZ9tSLAdh4Hh%2FnJVN75snyknt8%3D&reserved=0


뉴욕주 고객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감독 책임을 받은 Robert J. 

Rodriguez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은 특히 뉴욕주 기온이 높은 

시기입니다. 기온이 상승할 때, 중요한 점은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차량, 트럭, 밴 등을 이용할 때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불필요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중요한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나 위험해질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현지의 최신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 경고, 경보, 

주의보, 최신 일기예보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미국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폭염이 미국 내 기상 관련 최대 사망 요소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고온과 관련된 죽음 및 질병은 예방할 수 있으나 매년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고통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온 관련 질병에 취약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고온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상과 

피해 요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열사병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뜨겁고 건조하며 빨간 피부  

• 빠른 맥박  

• 빠르고 얕은 숨  

• 105° 이상의 체온  

• 기력이 없거나 헷갈려하거나 의식이 없음.  

  

뉴욕 주민들은 쿨링 센터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전담 웹페이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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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대원과 소통하며, 지방 정부와 

함께 모든 대응 요구를 조율할 것입니다. 주정부 비축자원은 필요한 자원을 지방에 

공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공 서비스부(공공 서비스부)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는 전기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번 주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공익사업 대응을 

감독합니다. DPS는 유틸리티 지도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폭염 대비책을 강구하고 

폭염이 발생하는 동안 시스템 조건을 관찰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DPS는 모든 뉴욕주 

기관에 대해 첨두 부하 감소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뉴욕 인디펜던트 시스템 

오퍼레이터(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 NYISO)는 필요에 따라 부하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s.weather.gov%2Fcap%2Fny.php%3Fx%3D1&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9be8532186ac42a5005708da691ffca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8833610131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j3CShTn3kenxJQTiuRoHoPWNLHiOGkuG7sjqHWhSW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environmental%2Fweather%2Fcooling%2Findex.htm&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9be8532186ac42a5005708da691ffca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8833610131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m%2BgpYzKa5GA5Rvy%2FTbT3rT0lmbaWoUX6Ub7SMjnJ0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environmental%2Femergency%2Fweather%2Fhot%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9be8532186ac42a5005708da691ffca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8833610131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KI8tzmY%2FqtND3wz50nuAORK0A7yBbx0zmqJ0OGYw7w%3D&reserved=0


축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비상 대응 수요 프로그램(Emergency Response Demand 

Program)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유틸리티는 피해 평가, 대응, 복구 노력을 위해 

폭염 기간 중 약 5,500명의 직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기관 직원은 폭풍 발생 기간 

유틸리티 작업을 확인하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적절한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위에 유용한 정보  

폭염은 매년 예방 가능한 날씨 관련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특히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더위로 인해 600건 이상의 예방 가능한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폭염 

기간 중 뉴욕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비책  

열사병 대비가 무척 중요합니다. 열사병 대비책으로는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가능한 경우 식단이나 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햇빛이 가장 강력한 시간인 오전 11ㅣ부터 오후 4시까지 힘든 활동이나 

운동을 줄인다.  

• 운동은 오전 7시 전 오전 일찍 해야 한다.  

• 단백질은 더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 단백질은 대사열을 

발생, 증가시켜 수분 손실을 초래한다. 1회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 빈도를 

늘린다. 짠 음식은 피한다.  

• 폭염 기간 동안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매시간 최소 2~4잔의 물을 

마신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한다.  

• 가능하면 해가 비치는 곳을 피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른다. 태양은 

체내 중심부의 열을 높여 탈수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햇볕을 피해 가장 낮은 층에서 지내거나 에어컨이 있는 공공건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외출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적어도 SPF 15 이상)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착용해 얼굴과 머리를 보호합니다.  

• 야외에서는 헐렁하고 가볍고 옅은 색상의 옷을 입습니다. 가급적 피부를 

많이 가려서 햇볕에 타지 않게 하고 햇볕으로 인해 신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합니다.  

• 여름철 폭염 기간에는 주차된 자동차 또는 차량 안에 어린이, 반려동물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차량의 내부 온도는 급속히 올라 화씨 140도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불과 몇 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폭염 기간에는 주변의 이웃, 특히 노인이거나 어린이를 두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도록 노력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충분한 먹이와 

물을 준비합니다.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두통, 가벼운 두통, 근육 경련,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비롯한 열사병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전력 절감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면 

주정부의 피크 시간의 부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전기 요금이 

가장 비쌀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크 시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대중은 다음과 같이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에너지 절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집에 해가 비치는 쪽에 커튼을 치거나, 창문, 문을 닫아 집안에 태양열이 

집열되는 것을 줄입니다.  

• 집에 있지 않을 때는 에어컨, 조명 및 그 밖의 가전기기를 끄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집에 도착하기 30분쯤 전에 에어컨이 켜지도록 설정합니다. 첨단 

멀티탭을 사용하면 모든 가전기기의 전원을 한 곳에서 통제하고 끌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선풍기는 실내 체감 온도를 5도에서 10도 정도 낮춰주며, 에어컨보다 

전기를 80% 덜 사용합니다.  

• 에어컨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 모델보다 25%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모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냉방비 절감을 위해 에어컨 온도는 화씨 78도로 설정합니다.  

• 에어컨은 공기 순환이 더 잘되도록, 구석 창가보다는 가운데 창가에 

설치합니다.  

• 에어컨은 북쪽, 동쪽 또는 집에서 가장 그늘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더 강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어컨 주변의 틈새를 막습니다.  

• 에어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냉각 팬과 콘덴서 팬 및 코일을 

청소하고, 매월 필터를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합니다.  

•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 세척기 및 오븐 등의 가전기기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사용합니다. 집안의 습도와 온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반적인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스타 인증 조명등을 

사용하면, 전기를 75%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전자레인지로 식품을 조리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일반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약 50% 덜 사용합니다.  

• 옷은 빨랫줄에 널어 건조합니다.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동하기 

전에 건조기의 찌꺼기 거름망을 청소합니다.  

• 가정에서 물을 사용할 때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목욕 

한 번을 위해 물을 30~40갤런씩 사용하기보다는,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을 분당 3갤런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세탁기의 온도 설정을 낮추고 찬물로 헹구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팁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웹사이트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역 안전  

보트를 타는 사람들은 뉴욕 주에서 보트 타기를 즐길 때 적절한 안전 예방책을 따라야 

한다. 주립공원 해양 서비스국(State Parks Marine Services Bureau)은 선박 이용객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물 위에 있을 때는 언제나 개인 부양 장치를 착용합니다. 뉴욕주 법률에 

따라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개인 부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트 타기 과정을 수료합니다.  

• 선박에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선박을 검사합니다.  

• 속도를 신중하게 유지합니다.  

• 보트를 타는 도중 음주를 삼갑니다.  

• 폭풍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물가로 가기 전에는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천둥소리가 들릴 경우 해안에서 즉시 피난처를 찾습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폭염 기간 중 차 안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고온이 발생하는 동안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차량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이용 시트 옆에 필요한 물품을 놔두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열쇠와 지갑 또는 서류가방, 핸드폰을 놓아 두면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입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후견인은 

뜨거운 차량 내 아이나 반려동물로 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창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기온이 급속도로 상승하면 수 분 내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로 

일한 질병의 징후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은 고체온증 등 질병을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기온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저는 부모, 돌봄인,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뒷좌석에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버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주의가 분산되어 뒷 좌석에서 자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차량 내부의 온도는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Residents-and-Homeowners%2FAt-Home%2FEnergy-Saving-Tip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9be8532186ac42a5005708da691ffca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8833610131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fG6wFcUpi6N2oGTTiN3761qns7X6iWa5DWJBOt4TNc%3D&reserved=0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문을 잠그어 아이들이 차량 내에서 놀지 않도록 합니다."  

  

카누, 카약, 스탠드 업 패들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는 강풍이나 

일정한 바람이 불거나 거센 해류가 다가올 경우,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터보트가 있는 해안가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해안선과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주요 수로에서는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고온 관련 경보가 인근에 발령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쿨링 센터(Cooling Center)에 대한 

정보는 뉴욕주 보건부의 악천후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트의 안전 코스 목록을 포함하여 보트 안전과 뉴욕주의 해상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름 열기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요소인 지표 오존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EC 

기상학자가 오존 또는 미세먼지의 오염 수준이 대기질 지수(AQI) 값이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자 DEC와 DOH는 미국 서부 대기질 건강 주의보(Air Quality Health 

Advisories)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대기질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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