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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비상 사태 동안 새러낵 레이크 빌리지(VILLAGE OF SARANAC 

LAKE)에 물자 배치 

 

배치 물자에는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의 고수위 문제를 경감시킬 홍수 문제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배치자, 아쿠아댐 반영구 댐 시스템 포함 - 여기에서 사진 확인 

 

주지사, 뉴욕 주민에게 눈이 계속해서 녹으며 봄철 폭풍이 다가오므로 홍수 시즌에 

대비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에 새러낵 리버(Saranac River)와 오늘 오후 비상 사태가 선포된 새러낵 

레이크 빌리지(Village of Saranac Lake) 주변의 기타 수역에서 비롯된 지역화된 홍수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물자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전반의 수위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눈이 계속해서 녹아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봄철 폭풍 시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광범위하게 금요일 내내 올 것이나, 폭우와 뇌우 경험이 

있는 지역들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홍수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 기후가 사라지며 눈이 녹고 비가 내려 봄철 

홍수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필요한 지역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물자를 

배치하는 동안 홍수가 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홍수가 나기 전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태 악화 시 지방 공무기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치의 일환으로 뉴욕주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프랭클린 카운티 비상관리소(Emergency Management Officials)에 뉴욕주의 

플래츠버그 지역 비축량으로부터 모래주머니 5,000개, 모래주머니 기계 한 대와 

200피트짜리 아쿠아댐 반영구 댐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카운티 비상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andbags_Saranac_Lake.pdf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직원은 홍수에 취약한 강을 따라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러낵 레이크(Saranac Lake)의 Clyde Rabideau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러낵 

레이크(Saranac Lake)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극심한 기후에 

맞서는 데 꿋꿋한 지지와 물자를 제공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홍수 가능성에 

대비하며 저는 모든 거주민들이 주의를 경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수는 한 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봄철 호우와 해빙은 개울, 강, 하천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폭풍과 폭우는 홍수를 급격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가정, 일터, 차량을 홍수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침수 대비 안전 요령: 

 

• 급하게 떠나야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높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 ‘가족 탈출’계획을 세우고 연습하며 가족이 갈라질 경우에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 가구, 의류 및 개인 물품을 포함한 모든 귀중품 목록과 사진 및 동영상을 

작성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유지하십시오. 

• 통조림 식품, 의학 및 응급 처치 용품 및 식수 비상용품을 비축하십시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및 비상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자동차 연료 보급을 제때에 합니다. 정전이 되면 주유소에 며칠 동안 연료 

판매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소형 재난 보급품 세트를 

준비하십시오. 

• 주택이 침수될 수 있는 수준의 위아래로 몇 피트인지 알아보십시오. 침수 

수위를 예보할 때, 침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모래주머니, 합판, 플라스틱 시트 및 목재 등 응급 방수 재료를 

마련하십시오. 

• 보험 보장을 확인하십시오. 주택소유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침수보험만 침수 피해에 대해 주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으로 정한 구역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침수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이동에 주의하십시오. 

 



• 홍수난 도로에 고립되지 않도록 일찍 떠나십시오. 

• 자동차에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 권장 노선을 따르십시오. 구경하지 마십시오. 

• 이동하면서 최신 정보를 위하여 미국 해양대기청 기상 라디오(NOAA 

Weather Radio) 및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확인하십시오. 

• 쓸려 내려간 도로, 흙 수라, 고장난 수도 또는 하수구 본관, 잘린 전기선, 

떨어지는 또는 떨어진 물건을 주의하십시오. 

• 강이나 꺼진 도로, 교량 및 저지대와 같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침수될 수 

있는 장소에 주의합니다. 

•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십시오. 

• 빠르게 흐르는 물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피트 높이의 

빠르게 흐르는 물에 자동차가 떠밀릴 수 있습니다. 시속 2마일로 흐르는 

물은 차량을 길이나 교량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 차 안에 있을 때 주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즉시 차를 버리고 나옵니다. 

 

뉴욕시민들은 https://users.nyalert.gov에서 NY Alert에 등록하여 홍수 주의보와 

대폭풍에 대한 목전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날씨 용어 및 홍수 전, 중, 후의 대비 아이디어에 관한 전체 목록을 원하시면 

국토안보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웹사이트 www.dhses.ny.gov/oem/safety-info/flood/floodprepare.cf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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