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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4월 3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남부남부남부남부 지방을지방을지방을지방을 강타한강타한강타한강타한 강풍강풍강풍강풍 및및및및 추운추운추운추운 날씨에날씨에날씨에날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의주의주의주의 촉구촉구촉구촉구 

 

65mph에에에에 달하는달하는달하는달하는 예상예상예상예상 돌풍으로돌풍으로돌풍으로돌풍으로 뉴욕시민들은뉴욕시민들은뉴욕시민들은뉴욕시민들은 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 이동을이동을이동을이동을 피하고피하고피하고피하고 자택에자택에자택에자택에 머물머물머물머물 것을것을것을것을 
권고권고권고권고 

 

강풍강풍강풍강풍 예보는예보는예보는예보는 오후오후오후오후 7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한파한파한파한파 경고는경고는경고는경고는 4월월월월 4일일일일 오전오전오전오전 10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발효발효발효발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남부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차가운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돌풍은 

오전 7시까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65mph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파 

경고는 4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효됩니다. 강풍으로 인해 재산피해뿐 아니라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정전이 발생하고, 육교 및 교량 통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은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온 종일 강풍과 차가운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 가정은 폭풍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응급 처치반이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모든 

협력자들과 함께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기상기상기상 경고경고경고경고 

 

강풍 경고: 
 
Bronx; Kings(Brooklyn); New York(Manhattan); Northern Queens; Northern 
Westchester; Orange; Putnam; Richmond(Staten Is.); Rockland; Southern Queens; 

Northern Nassau; Southern Nassau; Southern Westchester: 4월 3일 오후 2시까지 

 

Northeast Suffolk; Northwest Suffolk; Southeast Suffolk; Southwest Suffolk: 4월 3일 

오후 6시까지 

 

Dutchess; Ulster; Eastern Columbia Counties: 4월 3일 오후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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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경고: 
 

발효 일시: 4월 3일 오후 8시 

Northern Nassau; Southern Nassau; Southern Westchester; Northeast Suffolk; 

Northwest Suffolk; Southeast Suffolk; Southwest Suffolk: 4월 4일 오전 10시까지 

 

 겨울 날씨 권고: 
 

Eastern Dutchess; Livingston; Monroe; Ontario; Wayne: 4월 3일 오전 8시까지 

 

Putnam: 오전 9시까지 

 
Broome;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Otsego; Schuyler; Seneca; 

Southern Cayuga; Steuben; Tioga; Tompkins; Yates: 4월 3일 오전 11시까지 

 

발효 일시: 4월 3일 오후 5시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Genesee; Niagara; Northern Cayuga; Northern 

Erie; Orleans; Southern Erie; Wyoming: 4월 4일 오후 2시까지 

 

발효 일시: 4월 3일 오후 7시 

Livingston; Monroe; Ontario; Wayne: 4월 4일 오후 2시까지 

 

 바람 권고: 
 
Broome;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Madison; Northern Oneida; 
Onondaga; Otsego; Schuyler; Seneca; Southern Cayuga; Southern Oneida;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Yates: 4월 3일 오후 2시까지 

 
Eastern Albany, Eastern Greene; Eastern Rensselaer; Eastern Schenectady; 
Montgomery; Northern Fulton; Schoharie; Southern Fulton; Southern Herkimer; 
Southern Saratoga; Western Albany; Western Greene; Western Rensselaer; Western 

Schenectady: 4월 3일 오후 7시까지 

 
Hamilton; Northeastern Saratoga County; Northern Herkimer; Northern Warren; 

Northern Washington; Southeast Warren; Southern Washington: 4월 3일 오후 7시까지 

 

안전안전안전안전 수칙수칙수칙수칙  

• 폭풍우 동안 발사물이 될 수 있는 야외용 가구, 쓰레기 통, 도구, 걸어두는 화초 

등을 붙잡아 매거나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다.  

• 지하실이 있는 경우, 배출 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장치를 사용할 

준비를 갖춘다.  

• 대기용 발전기 또는 대체 전원을 준비한다.  

• 이웃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살핀다.  



Korean 

• 건물 내에 그리고 유리창과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 휴대폰 및 중요한 전자기기를 충전해 놓는다  

• 도로에 나가지 않는다. 여행을 하는 경우, 즉시 대피소를 찾는다.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  

• 덮혀져 있는 경우에도 유리창이나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 실내의 모든 문들을 닫는다.  

• 실외의 문들을 안전하게 보강한다.  

• 2충 이상의 건물에 있는 경우, 건물내 낮은 층에 있는 방으로 간다.  

 

정전이 되는 경우:  

• 우선 공익설비 회사에 전화해 수리 일정을 확인한다. 서비스가 다시 복원될 때 

전기 회선의 용량 초과를 피하기 위해 전등과 가전 제품을 전원에서 뽑아 둔다. 

전력이 복원될 경우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등 하나를 켜둔다.  

• 침수로 인해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 및 냉동고의 문을 가능한 한 단단히 

닫아 둔다.  

• 냉장고나 냉동고 안에 공간이 남은 경우, 플라스틱 용기들에 물을 담아 넣어 

두고 서로 간에 1인치 가량 간격을 둔다. 그러면 식품을 좀더 차겁게 보관할 수 

있다.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공익설비 전기 서비스로부터 전원을 적절히 

끊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발전기를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한다.  

• 발전기를 옥외에서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서 작동한다. 절대로 발전기를 

실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발전기에 나온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가스가 폐쇄된 

공간 전체에 퍼질 수 있다.  

• 뜨거운 발전기에서 유출된 연료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기의 연료 탱크가 

분리되는 경우, 연료를 넣기 전에 떼어 낸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전기를 

끄고 식힌 후에 연료를 넣는다.  

• 발전기의 해당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소형 가정용 이동 발전기는 

350에서 12,000와트의 전력을 발생시킨다. 발전기의 용량 초과는 발전기와 

발전기에 연결된 가전 제품을 파괴하고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 제조회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 아동들을 항상 발전기로부터 멀리 있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도록 한다:  

• 발전기 모터는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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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목탄을 사용해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일산화탄소 가스를 

실내에 축적시킬 수 있다.  

• 집안의 온도를 따듯하게 하기 위해 가스 오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폐쇄된 

집안에서 열린 오븐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  

 

정전정전정전정전  

주 전역에 걸쳐 발생한 정전은 35,230건입니다. 전원 복구를 위해 추가 요원들이 

배정되었습니다.  

PSEG-LI 

PSEG는 현장에 423명의 라인 FT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정규 및 계약직 요원 포함). 

이동 중인 계약직 요원은 23명입니다. 또한 249명의 가로수 FTE와 190명의 서비스 

FTE가 있습니다.  

 
NYSEG 

NYSEG는 현장에 136명의 라인 FT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정규 및 계약직). RGE에서 

Binghamton 및 Auburn 부서로 이동 중인 라인 FTE는 12명입니다. 또한 15명의 가로수 

FTE 및 28명의 지원 FTE가 있습니다(피해 평가자 및 와이어 가드). 

 
Con Ed 

Con Ed에는 122명의 인력 라인 FTE가 있습니다. 이들은 15명의 인력 하청업체 FTE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라인 FTE를 지원하기 위해 44명의 트리 FTE 및 26명의 래더 

라인 FTE가 있습니다. 피해 평가자 및 현장 안전 요원도 동원되었습니다.  

 
O&R  

O&R은 110명의 라인 FTE 및 33명의 트리 FT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 평가 및 현장 

안전이 지원됩니다. 

 
Central Hudson 

Central Hudson은 현장에 115명의 내부 라인 FTE가 있고 이동 중인 계약직 FTE는 

45명입니다(오후 1시-2시 사이 도착 예정). 또한 50명의 트리 FTE가 있습니다.  

 
National Grid 

National Grid는 현장에 46명의 라인 FT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별회사별회사별회사별 정전정전정전정전: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또는 정전을 신고하려면 웹 사이트(http://www3.dps.ny.gov/)를 

방문하셔서 가까운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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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 

건수 

CHGE 3,880 

CONED 3,061 

NGRID 489 

NYSEG 12,507 

ORU 1,249 

PSEG-
LI 

13,945 

RGE 99 

카운티별카운티별카운티별카운티별 정전정전정전정전 건수건수건수건수:  

 

자료는 100건 이상의 정전이 발생한 카운티에 대하여 제공된 것입니다. 

카운티 
정전 

건수 

Broome 1,839 

Cayuga 1,014 

Chemung 270 

Columbia 207 

Delaware 2,390 

Dutchess 298 

Nassau 4,815 

Onondaga 604 

Orange 592 

Otsego 279 

Putnam 2,118 

Queens 468 

Richmond 308 

Rockland 422 

Seneca 110 

Steuben 138 

Suffolk 9,122 

Sullivan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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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ga 305 

Ulster 2,328 

Westchester 3,903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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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