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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목요일부터 뉴욕에 강한 바람과 비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 주정부 

기관에 비상 대응 자원을 사전 배치하도록 지시  

  

기상예보에 따르면 목요일 강한 뇌우가 산발하고 60 MPH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지역에 내릴 수 있음  

  

그레이트 레이크의 폭풍은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허리케인 로라의 남은 세력이 다운스테이트 폭우로 이어질 수 있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폭우와 심한 뇌우가 뉴욕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 기관에 긴급 대응 자산을 준비하고 사전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목요일에 습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뉴욕주 전역에 심한 

뇌우가 산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뉴욕주 동쪽에서 지역에 따라 폭우와 최대 

풍속 60mph의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폭풍우가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s)를 지나 뉴욕 서쪽에서 

진입하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허리케인 로라(Hurricane Laura)의 잔여 세력이 중부 대서양 해안을 

향해 동쪽으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미드 허드슨,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지역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의 가구 및 가족이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기상 예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정보를 얻을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상 대응팀이 시시각각 이번 태풍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목요일부터 시작될 극심한 기상 상황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후반 뉴욕에 강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허리케인 로라를 지속적으로 

추척하고 있습니다."  

  

국립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는 뉴욕에 이 폭풍과 관련된 경보, 경고 또는 

주의보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 정확한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가 

밝혀지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사항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최신 예보를 

확인하려는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 국립 기상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alerts.weather.gov/cap/ny.php?x=1


 

 

기관 준비 상황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고 조건을 관찰하고 주정부 비상 

대응을 조정하며 폭풍 기간 지방정부와의 연락을 유지합니다. 또한, 주 비축 자원(State 

Stockpiles)은 폭풍과 관련된 수요를 돕기 위해 자산을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 전기톱, 샌드백 및 생수가 포함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뉴욕주 교통부는 3,474명의 관리자와 작업자들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응 

담당자들은 최우선 대응 작업 기간 동안 27시간 피해를 입은 거주 지역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정비 지원은 대응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합니다..  

  

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덤프트럭 1,318대  

• 갈고리 달린 적재기 48대  

• 로더 300대  

• 하수구 제트 탑재 백 트럭 15대  

• 81대의 굴삭기  

• 트리 크루 버킷 트럭 16대  

• 교통 신호 트럭 33대  

• 물 펌프 6개  

• 절단기 73개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스루웨이 관리청은 64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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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고속도로 교통 

방송(Highway Advisory Radio)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루웨이 운전자에게 기상 상태를 

알립니다.  

  

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덤프트럭 216대  

• 대형 덤프트럭 122대  

• 로더 62대  

• 트레일러 26대  



 

 

• 벡 트럭 7대  

• 궤도식 굴삭기 9대  

• 바퀴형 굴삭기 8대  

• 브러쉬 치퍼 9대  

• 전기톱 99개  

• 애리얼 트럭 20대  

• 스키드 스티어 22대  

• 휴대용 발전기 87개  

• 휴대용 조명 기구 69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에게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운전자는 다음 링크에서 

스루웨이의 최신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TRANSalert 이메일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www.thruway.ny.gov/tas/index.shtml. 차량 운전자들은 트위터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www.thruway.ny.gov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고속도로 및 기타 뉴욕주 도로 교통상황 대화형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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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지역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차량 등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여러 주립공원: 주립공원(State Parks)은 폭풍 예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역 

직원들은 UTVS/ATV, 발전기 및 나무 절단기를 준비하고, 톱질 담당 직원을 식별하고, 

잠재적으로 막힐 배수 구조를 청소하고, 알려진 위험한 나뭇가지와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고려하는 분들은 https://parks.ny.gov/를 방문하여 폭풍으로 인한 시설 

운영 시간의 잠재적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기를 촉구합니다.  

  

배치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단기 39개  

• 29대의 듀얼 후방 차축 덤프트럭  

• 119대의 단일 후방 차축 덤프트럭  

• 12개의 공중 리프트, 트럭 장착(버킷 트럭)  

• 31대의 굴삭기  

• 229대의 다양한 크기의 적재기  

• 다양한 크기의 백호 로더 44대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a548ca0-56d5bec3-0a567595-000babd9069e-0f45572128c325cf&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3A__itunes.apple.com_us_app_nys-2Dthruway-2Dauthority_id1219981541-3Fls-3D1-26mt-3D8%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1TS9DiDJ5_ke7oa5YwbguJD74pVQi9IIiKfEurdv0p4%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83303%26sdata%3DG9bSAt31M%252F5pplhBorw535G9bacRC0oO0U7U%252FLXHYQ8%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a548ca0-56d5bec3-0a567595-000babd9069e-0f45572128c325cf&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3A__itunes.apple.com_us_app_nys-2Dthruway-2Dauthority_id1219981541-3Fls-3D1-26mt-3D8%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1TS9DiDJ5_ke7oa5YwbguJD74pVQi9IIiKfEurdv0p4%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83303%26sdata%3DG9bSAt31M%252F5pplhBorw535G9bacRC0oO0U7U%252FLXHYQ8%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6487483-1ac946e0-464a8db6-000babd9069e-9040e71a425b549a&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9edbe9c8-2Dc2fddd93-2D9ed910fd-2D000babd905ee-2D5c44b04bf7a3b572-26u-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c97b6236-2D955d5a08-2Dc9799b03-2D000babda0031-2D01d64c5c6f74e0b7-26u-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faef8720-2Da6ca8b43-2Dfaed7e15-2D0cc47aa88e08-2Daafc62e4f42a7957-26u-3Dhttps-3A__play.google.com_store_apps_details-3Fid-3Dgov.ny.thruway.nysta%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1dJh5Ifoqg445RldxPT59pHJU3ycjNMC0uEKZPjod0Q%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83303%26sdata%3DHjIicfNqo7UkrJzeQQ%252BpWeW4ZX89cq3OIlgHMbKTHfk%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6487483-1ac946e0-464a8db6-000babd9069e-9040e71a425b549a&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9edbe9c8-2Dc2fddd93-2D9ed910fd-2D000babd905ee-2D5c44b04bf7a3b572-26u-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c97b6236-2D955d5a08-2Dc9799b03-2D000babda0031-2D01d64c5c6f74e0b7-26u-3Dhttps-3A__protect2.fireeye.com_url-3Fk-3Dfaef8720-2Da6ca8b43-2Dfaed7e15-2D0cc47aa88e08-2Daafc62e4f42a7957-26u-3Dhttps-3A__play.google.com_store_apps_details-3Fid-3Dgov.ny.thruway.nysta%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1dJh5Ifoqg445RldxPT59pHJU3ycjNMC0uEKZPjod0Q%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83303%26sdata%3DHjIicfNqo7UkrJzeQQ%252BpWeW4ZX89cq3OIlgHMbKTHfk%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b642471-67e51612-3b66dd44-000babd9069e-bc5a702016005c1c&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3A__www.thruway.ny.gov_tas_index.shtml%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h3rCgbMq1m2Wd5NHNFHvMA4DXFwdxno3NNqADeNizAU%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93260%26sdata%3DJGjpilKMfM6s3xWVY9D8oNbohb2CYcxYAB8hfOIpLf4%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2e668d7-6e675ab4-32e491e2-000babd9069e-b73bfa71eceb3c74&q=1&e=0d62fbce-7434-494b-a061-bee712a5131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3A__twitter.com_ThruwayTraffic%2526d%253DDwMFAg%2526c%253D7ytEQYGYryRPQxlWLDrn2g%2526r%253D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2526m%253D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2526s%253DDybpcHXi-olmTlanDjIBCO0UPdN8xws89sMJGL2DQ3Y%2526e%253D%26data%3D02%257C01%257C%257Cac78133cb30544266ad608d84835f7f1%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38743919693260%26sdata%3D6TJIarrMkOSCyoOyIGAjqt9xECmAtVpsf8eNb806SjU%253D%26reserved%3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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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은 모든 경찰관에게 경계심을 유지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해당 

지역에 배치할 것입니다. 사륜구동 순찰 차량을 비롯해 선박과 다목적 차량 등 특수 

차량들이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뉴욕의 공공시설에서는 현재 약 4,500명의 근로자가 주 전역에서 피해 평가, 대응 및 

복원에 투입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 직원은 폭풍 발생 기간 유틸리티 

작업을 추적하고, 공공시설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적절한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 수칙  

폭우가 내릴 때 이동하는 경우 주의해서 운전하시고 다음과 같은 안전 정보를 

명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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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난 도로에 고립되지 않도록 일찍 떠나십시오.  

• 권장 노선을 따르십시오. 절대 홍수 지역을 보려고 비상 우회로를 무시하고 가지 

마십시오.  

• 이동하면서 최신 정보를 위하여 미국 해양 대기청 기상 라디오(NOAA Weather 

Radio) 및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확인하십시오.  

• 쓸려 내려간 도로, 흙 수라, 고장난 수도 또는 하수구 본관, 늘어지거나 빠진 

전기선, 떨어지는 또는 떨어진 물건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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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 주의합니다.  

• 차 안에 있을 때 주위에 갑자기 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 즉시 차를 버리고 

나옵니다.  

  

홍수 및 극심한 기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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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별로 발령됩니다.  

• 급하게 떠나야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높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 '가족 탈출' 계획을 개발, 연습하고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다.  



 

 

• 가구,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유물 등 귀중품을 항목별 목록을 만드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 통조림 식품, 의약품 및 응급 처치 용품 및 식수 등 비상용품을 비축하십시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및 비상 조리 기구를 준비해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자동차 연료를 채워 놓으십시오. 정전이 되면 주유소에 며칠 동안 연료 판매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작은 재해 공급 장치 키트를 준비하십시오.  

• 주택이 침수될 수 있는 수준이 위아래로 몇 피트인지 알아보십시오. 예측되는 

홍수 수준이 발표될 경우, 침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래주머니, 합판, 플라스틱 시트 및 비상 방수용 간이 목재 등의 재료를 

보관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재난 보급품을 갖추고 계십시오:  

o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o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여분의 배터리  

o 구급상자 및 설명서  

o 비상식량 및 물  

o 전기가 필요 없는 캔 오프너  

o 필수 약품  

o 수표책, 현금, 신용 카드, ATM 카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뉴욕 주민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순간적인 전력 서지로 인해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주요 가전제품 및 기타 

장비(예, 컴퓨터)의 전원을 끄거나 연결을 끊습니다. 전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개의 전등을 켜 놓으십시오.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곳마다 서지 

보호기를 사용하십시오.  

•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정전인지 확인하십시오. 

거동이나 기능이 불편한 사람들을 살피십시오.  

•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냉동고는 약 

48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난방하지 마십시오. 

유해한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 즉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 고층 건물에 있다면, 계단을 타고 건물의 가장 낮은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도움을 기다립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유지합니다. 충분한 공기가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애완동물에게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십시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교통 신호는 

정전 동안 작동을 멈추게 되고, 교통 혼잡과 위험한 운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전 

중에 운전해야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는 교통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4방향 

일단정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현금 자동 인출기(ATM)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종 기후 상황에 따른 안전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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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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