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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웨스턴 뉴욕이 역대 최악의 겨울 폭풍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연방 

비상사태 선포 요청   

   

이리와 제네시 카운티에 대한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버펄로의 수색 및 구조 노력 
등 현재 진행 중인 폭풍 대응 노력에 대한 직접 연방 지원 제공   

   

겨울 폭풍으로 인해 웨스턴 뉴욕이 마비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명의 운전자가 발이 
묶이는 한편, 연휴 주말 동안 극도의 추위 상황에서 100,000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경험함에 따라 주 전역에 주정부 비상사태 발효 중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뉴욕 주민에게 폭풍 피해 지역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지방 이동 제한 조치 준수 당부   

   

버팔로 시 전체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이동 제한, 웨스턴 뉴욕의 고속도로 
다수 폐쇄, 뉴욕주 스루웨이(I-90) Exit 45(로체스터)부터 펜실베이니아 경계선까지 

전명 통행 제한 조치 시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역대 최악의 겨울 폭풍이 12월 22일 목요일부터 웨스턴 

뉴욕과 노스 컨트리 지역에 영향을 미쳐 눈보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시속 60 마일 

이상의 돌풍이 계속되며 연휴 주말 영하의 추위가 지속된 결과, Biden 대통령에게 연방 

비상사태 선포(Federal Emergency Declaration)를 요청했습니다. 다수의 주정부 비상 

대응 기관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피해 지역에서 지방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주정부의 폭풍 대응이 이번 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추가 주 방위군 

220명을 웨스턴 뉴욕 지역에 투입했고, 이로 인해 총 파견 인원은 약 430명이 

되었습니다. 대응이 일주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와 

지역 공무원들은 영향을 받은 이리 카운티뿐만 아니라 워터타운 근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노스 카운티 지역에서도 뉴욕 시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연방 비상 선언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 및 구조 작업을 

지원에 즉각적인 연방 지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휴 주말 동안 열심히 근무해주신 주정부 

및 지방 공공 안전 기관 근로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연방 



비상사태 선포 요청에 신속하게 동의해주신 Biden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최악의 폭풍에서 복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큰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원 확보를 위한 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웨스턴 

뉴욕의 복구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연방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피해 지역의 모든 분들께 도로 이용을 자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연방 비상 선언  

 

주지사는 또한 Biden 대통령에게 이리와 제네시 카운티에 대한 연방 비상 선언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비상 선언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응 및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즉각적인 연방 지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목요일 전역 상황 발생 전에, Hochul 주지사는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뉴욕의 비상사태 관리 기관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및 지역 정부와 폭풍 전 일주일 동안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교통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주립공원(State Parks), DEC는 또한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등에 폭풍에 앞서 자원을 사전 배치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추가 

자원을 배치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의 주 고속도로 다수에서 월요일 오후 기준 모든 도로 이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I-90)의 로체스터 46번 출구에서 펜실베이니아 

경계선까지 모든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폭설로 레이크 온타리오와 레이크 이리 모두 계속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까지 추가 1~2인치의 적설이 레이크 온타리오 동쪽에서 예상되며, 

월요일 시간 당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입니다. 버펄로 지역에서 이번 주와 주말 기온이 

다시 오르기 전까지 최대 추가 1인치의 눈이 향후 며칠 간 내릴 것입니다. 교통부는 

웨스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지역에 추가 인력 100명을 파견하여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호수 효과 적설 주의보(Lake Effect Snow Warning) 및 겨울 폭풍 주의보는 노스 

컨트리 지역의 몇 개 카운티에서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의 기상 주의보 및 경보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해당 지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erts.weather.gov%2Fcap%2Fny.php%3Fx%3D1&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2bc23e43204ad6f81a08dae783d45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685067377018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hWELVodeC4f33eEhN84%2BHaBwxyvnNf%2BhpZJgcMHwDU%3D&reserved=0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겨울 폭풍에서 뉴욕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지방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응 노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발령 중인 지역 통행 관련 주의보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ochul와 

제가 모든 정부 수준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웨스턴 뉴욕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향 지역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 팁  

  

겨울철 통행 안전   

겨울 폭풍 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겨울 폭풍이 휘몰아칠 때는 필요하지 않은 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차량에 얼음과 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좋은 시야는 좋은 주행의 

핵심입니다.   

 기상 조건에 맞게 도로 규정 속도를 항상 준수하십시오., 운전 정지를 계획하고 

차량간 더 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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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십시오.   

 자동차에 담요, 삽,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따뜻한 옷, 타이어 체인,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빠른 에너지 충전 식품 및 조난 깃발로 사용할 밝은색 천 

같은 생존 용품을 비축하십시오.   

 휴대전화나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송수신 라디오와 같은 기타 통신 기기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한 후 길을 떠날 때 지참하십시오.   

  

극심한 기온   

 

   

 차가운 바람(실제 온도와 결합된 바람)이 신체의 열 손실을 증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적절한 옷을 입고 너무 오랫동안 추운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옷을 겹겹이 입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신체의 어떤 부분도 불필요하게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되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추위에 노출된 경우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저체온증 또는 동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추위를 벗어나 천천히 환자를 따뜻하게 

한 후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동상: 증상에는 감각 상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에 희거나 창백한 외형이 

포함됩니다.   

 저체온증: 증상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 느린 말, 기억력 감퇴, 잦은 비틀거림, 

그리고 졸음을 포함합니다.   

  

신체 활동   

 

   

 실외에서 일할 때는 온기 유지를 위해 따뜻하게 입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과로하지 않도록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또는 턱에서 팔 아래로 방사되는 통증을 

느낀다면, 멈춰서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전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전복되어 바닥에 있는 전력선을 피하고 전력 공급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전복되어 바닥에 있는 전력선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와 냉동실 문을 닫아 두세요. 의심되는 경우는 

버리십시오.!   

 실내에서 숯불 그릴이나 발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난방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해한 수준의 일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다시 켜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서지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가전제품을 끄십시오. 전원이 다시 켜질 때를 알 수 있도록 한 개의 불을 

켜두십시오.  

  

가정 난방   

 

난방 장비는 가정 화재 사망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치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모든 가연성 물질은 가열 장비에서 최소 3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공간 난방기를 포함한 가전제품을 콘센트에 직접 꽂으십시오. 전원 

스트립이나 연장 코드에 가전기기를 꽂지 마십시오.   



 각 침실, 침실 밖, 그리고 집의 모든 층에 작동 중인 연기 경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폭풍 전, 폭풍 중 또는 폭풍 후에 긴급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11로 

전화하거나 211nys.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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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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