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혹한이 일요일 아침까지 주 전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 

주의할 것을 촉구 

  

기온이 영하 아래로 떨어지고 것이며, 여러 북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이번 주말에 야외에 나갈 때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일요일 아침까지 차가운 북극 공기가 뉴욕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여러 북부 지역에서 영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체감온도는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 및 주도 지역에서 영하 30도까지 낮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은 일요일 아침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애디론댁 주민들은 아침에 -15도의 낮은 온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도는 

동상과 저체온증의 위험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추위에 노출된 후 수도관 

파열과 파이프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예보는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잠재적 폭풍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폭풍은 바다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뉴욕에 몇 인치의 

눈을 내릴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혹독한 

날씨뿐만 아니라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강도의 폭풍이 일년에 두 번 발생하는 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지금, 뉴욕에 또 다른 혹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뉴욕 겨울 

활동의 필수 요소지만, 이 추위는 내일 혹은 모레까지 계속될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뉴욕 주민은 현명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금요일 밤,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와 주도 지역의 지역은 체감온도가 -30도까지 낮게 

떨어질 수 있으며, 주 전역의 다른 지역은 체감온도가 한때 -5~-1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체감 온도는 특히 뉴욕시, 롱아일랜드, 주도 지역에서 25~40 

mph에 달할 수 있어 혹독한 체감온도 효과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토요일 밤에는 많은 

업스테이트 지역에서 최저 온도가 0도 주변 또는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내 온열 대피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상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날씨 

주의보, 경보 및 최신 일기 예보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국립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한파의 안전수칙 

  

적절한 복장 

• 헐렁하고 가벼우며 따뜻한 옷을 여러 겹 껴입으십시오. 옷과 옷 사이에 갇힌 

공기는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땀과 그로 인한 체온 저하를 피하기 위해 겹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겉옷은 촘촘하게 짜였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모자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를 통해 체온의 절반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자를 

쓰십시오. 

• 극심한 냉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해 스카프로 입을 가리십시오. 

• 손목이 편안한 벙어리 장갑은 손가락들이 서로 닿을 때 더 많은 온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 장갑보다 더 좋습니다. 

  

신체 활동 

겨울 폭풍과 한파는 차가운 기온이 심장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날씨 유형입니다. 삽으로 눈 치우기, 잔해 제거 또는 자동차 밀기 같은 과도한 운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기억하십시오: 

• 야외에서 일할 때는 온기 유지를 위해 따뜻하게 입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 과로하지 않도록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 가슴 통증을 느낄 경우,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차가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주의하십시오. 

• 집중력 저하 

• 신체 조정력 저하 

• 발음 불분명 

• 졸림 

• 탈진 

• 갑작스러운 떨림에 이은 오한 발생 

  

체온이 화씨 9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응급 의료 지원을 즉시 요청하십시오.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싼 후 도움의 손길이 도착할 때까지 따뜻한 무알코올의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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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1. 겨울에 야외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동상에 걸리고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상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없으니 다음과 같은 위험 징후를 

주의하십시오. 

2. 피부가 무감각해지고 상기되어 흰색 또는 회색빛 황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동상에 걸린 피부를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3. 동상이 의심되면 피해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환부를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덮으십시오. 절대 문지르지 마십시오. 

4.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찾거나 병원으로 가십시오. 

  

추운 날씨에 관련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얻으려면 뉴욕주 국토 안보 및 긴급구조부의 

웹사이트인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winter/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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