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5년 2월 14일

CUOMO 주지사,
주지사 한파와 겨울 폭풍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촉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영하의 체감온도를 포함해 뉴욕주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한파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립기상청에 의하면 뉴욕주의 일부 지역에서 몇 십 년만에 가장 추운 온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Queens에 있는 LaGuardia 공항의 기온이 194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온도로 떨어지고 센트럴파트는 1888년 이래로 최저 기온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이번 주말 뉴욕을 덮치는 영하 기온과 블리저드와 같은 기후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후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집밖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안전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욕주 국무부는 이번 주말 눈폭풍에 대비해 1,444대의 제설비, 3,629명의 작업원 및 감독관,
260,000톤의 제설소금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롱아일랜드 작업반에게 21대의 제설기와
6대의 로더를 보충해주었습니다. 견인회사도 롱아일랜드에 배치하여 주간 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인 차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설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청은 총 337대의 대 및 중 크기의 제설차, 555명의
제설차 운전수 및 관리자와 55대의 프론트엔드 로더와 94,469톤의 소금을 뉴욕주 전역에
배치하였습니다. Thruway는 눈폭풍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따라 제설 자원의 이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국 적십자 Response Center for Public Information은 1-800-733-2767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력망 NY Electric Outage 신고번호는 1-800-867-5222입니다. 개별 유틸리티의 연락 정보는 본
기사의 하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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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뉴욕주 기상 상황은 아래에 볼 수 있으며 뉴욕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안전 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NWS Albany
오늘 눈은 주로 오후 1시 이후부터 내릴 전망입니다. 최고 기온은 20도 근처가 될 것이며,
체감온도는 -8도로 낮을 것입니다. 일일 총 적설량은 1 - 2 인치로 예상됩니다. 밤 사이, 오후 11시
이전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 11시 이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눈 바람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근처가 될 것이며, 체감온도는 -6도로 낮을 것입니다. 바람은 25 mph로 불고
새로운 적설량은 1 - 3인치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 눈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정오와 1시 사이에 눈이 살짝 올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은 10도 근처가 될 것이며,
체감온도는 -13도로 낮을 것입니다. 20 - 22 mph의 거센 북서풍과 함께 37 mph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1인치 이하로 전망됩니다. 일요일 밤의 경우 일부 지역에 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11 근처가 될 것입니다. 체감온도는 -32도로 예상됩니다. 17 - 21 mph의
거센 북서풍과 함께 36 mph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시간 당 0.5인치 이하이며, 지역에 따라 시간 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예상 지역은 이번 폭풍 시스템으로 총 적설량의 2 - 4 인치가 전망되며, Catskills과
Taconics과 같은 고지대 는 최고 6인치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 날씨 권고: Albany, Columbia, Dutchess, Greene, Rensselaer, Schenectady, Ulster, Hamilton,
Montgomery, Fulton, Herkimer, Warren, Washington, Schoharie, Saratoga 카운티는 월요일 자정 12
시까지 발효됩니다.
체감 온도 경고: Albany, Columbia, Dutchess, Greene, Rensselaer, Schenectady, Ulster, Hamilton,
Montgomery, Fulton, Herkimer, Warren, Washington, Schoharie, Saratoga 카운티는 월요일 자정 12
시까지 발효됩니다.
NWS Binghamton
오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가끔씩 폭설이 내리고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9 - 11 mph의
남풍과 함께 최고 21 mph의 돌풍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시간대 총 적설량은 약
2인치입니다. 밤 사이, 일부 지역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눈바람과 함께 눈이 내린 후 새벽 2시
이후에는 눈이 산발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한 때 폭설이 내릴 수도 있으며 최저 기온은 2도입니다.
체감온도는 -9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 10 mph의 거센 남서풍과 함께 밤에는 15 - 20 mph의
북서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44 mph의 돌풍도 불 수 있습니다. 적설량은 3인치 정도입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경에 산발적으로 눈이 흩뿌릴 것으로 예상되며 광풍도 불 수 있습니다.
기온은 오후 5시까지 -4로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26에 이를 수 있습니다. 17 - 22 mp의 거센
북서풍과 함께 43 mph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적설량은 1인치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에는 자정 이전에 산발적인 바람이 불고 최저기온은 약 -11도로 전망됩니다. 체감온도는 -31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 16 mph의 북서풍과 함께 34 mph의 거센 돌풍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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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풍 시스템은 대부분의 Central New York 상공에 3 - 5인치의 눈을 뿌리고, Finger Lake 지역의
경우 최고 7 - 8인치의 눈을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 날씨 권고: Broome, Cayuga,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Madison, Oneida,
Onondaga, Otsego, Schuyler, Seneca,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Yates 카운티에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효됩니다.
겨울 날씨 경고: Broome, Cayuga,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Madison, Oneida,
Onondaga, Otsego, Schuyler, Seneca,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Yates 카운티에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효됩니다.
NWS Buffalo
오늘 눈은 오후 1시 이전에 내리다가 오후 4시 이후에 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후
5시에 12도까지 떨어질 것이며, 체감온도는 -5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11 - 16 mph의 남서풍이
불다가 오후에는 21 - 26 mph의 북서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38 mph의 돌풍으로 불
수 있습니다. 낮시간 총 적설량은 1 - 3인치로 전망됩니다. 밤 사이, 주로 오후 10시 이후에 소낙눈이
내리고 체저기온은 -6도로 전망됩니다. 체감온도는 -25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 20
mph의 서풍이 불 것입니다. 1 - 2인치의 눈이 새로이 쌓일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전역에 눈바람을 몰고 오면서 소낙눈이 내리다가 오전 10가 지나변 소낙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5도 근처가 될 것이며, 체감온도는 -30으로 낮을 것입니다. 약 16 mph의
서풍이 불 것입니다. 적설량은 1인치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에는 주로 오후 9시 이전에
소낙눈이 내리고 최저 기온은 -12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체감온도는 -30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 13 mph의 서풍이 불 것입니다.
Rochester에서 Syracuse쪽으로 총 8 - 14 인치의 눈폭풍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여행 권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Erie 카운티.
겨울 폭풍 권고: Allegany, Jefferson, Lewis 카운티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효됩니다.
겨울 폭풍 경고: Monroe, Niagara, Cayuga, Orleans, Oswego, Wayne, Genesee, Livingston, Erie, Ontario,
Wyoming, Cattaraugus, Chautauqua 카운티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발효됩니다.
체감 온도 경고: Allegany, Jefferson, Lewis 카운티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효됩니다.
NWS Burlington
오늘 소낙눈이 예상되며, 최고기온은 15입니다. 체감온도는 -10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시간 총 적설량은 1 - 3인치로 전망됩니다. 밤 사이, 오후 8시 이전에 눈이 내리고 최저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체감온도는 -28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 3인치의 눈이 새로이 쌓일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정오 이전에 소낙눈이 내리다가 대부분 흐리고 추워지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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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경에는 기온이 약 -13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체감온도는 -34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18 mph의 북풍과 함께 31 mph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적설량은 0.5 인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밤에는 대부분 흐린 하늘과 함께 최저기온이 약 -27도로 예상됩니다. 체감온도는 -50도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 15 mph의 북서풍과 함께 25 mph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 경고: Clinton, Essex, Franklin, St. Lawrence 카운티는 월요일 오후 12시까지 발효됩니다.
NWS Upton
오늘 눈이 예상되며, 주로 오후 4시 이후에 내릴 것입니다. 최고온도는 30도 정도이고 체감 온도는
15 - 20도가 될 전망입니다. 9 - 13 mph의 남풍도 불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0.5인치 미만의
눈이 쌓일 것입니다. 밤 사이, 눈이 예상되며 최저 기온은 15가 될 것입니다. 체감 온도는 -5 - 5
사이가 될 것입니다. 7 - 12 mph의 남풍이 불다가 24 - 34 mph의 서풍으로 바뀔 것입니다. 최고 46
mph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2 - 4인치의 눈이 새로이 쌓일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오전 11시
이전에 눈이 내리고 최고 기온은 18도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체감 온도는 -5 – 0도 사이이고 30 - 37
mph의 북서풍이 예상됩니다. 48 mph의 돌풍도 불 수 있습니다. 적설량은 1인치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최저 기온이 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10 - -20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20 - 26 mph의 북서풍과 38 mph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블리자드 경고: Suffolk 카운티는 일요일 오후 1시까지 발효됩니다.
체감 온도 주의보: Westchester, Orange, Rockland, Putnam 카운티는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발효됩니다.
겨울 날씨 권고: Bronx, Kings, New York, Nassau, Queens, Richmond, Westchester 카운티는 일요일
오후 1시까지 발효됩니다.
겨울 날씨 권고: Westchester, Orange, Rockland, Putnam 카운티는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발효됩니다.
바람 권고: Bronx, Kings, New York, Nassau, Queens, Richmond, Westchester, Orange, Rockland, Putnam
카운티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발효됩니다.
체감온도 경고는
경고 최소 3시간 동안 체감온도 지수가 -2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발효됩니다. 체감온도 30 이하는 10분만에 동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깥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고 동상에 대비해 손과 머리를 꼭꼭 감싸야 합니다
체감온도 경고란 매우 찬 공기와 강한 바람이 결합해 위험하게 낮은 체감온도를 야기할 때
발표됩니다. 이렇게 체감온도가 낮으면 동상에 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저체온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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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동상을 막으려면 혹한기에는 바깥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눈, 코, 발끝과
손가락을 모두 가리도록 해야 합니다. 벙어리장갑이 일반 장갑보다 더 좋습니다.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가급적 바람이 부는 곳에 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혈류량이 증가하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를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사지가 따뜻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코올은 추위로 인한 떨림을
줄여주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피면 피가 손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합니다.
동상 단계
- 1도: 피부에 얼음 결정체가 형성된다
- 2도: 피부가 아직 해동되지 않았지만 온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 3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한다.
- 4도: 한 두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되고, 피부가 검푸르거나 검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괴저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동상 시 응급 처치

실내로 들어갈 때까지:
- 차가운 신체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 마십시오.
-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으십시오.
-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의지하십시오.
- 따뜻한 물을 마십시오.
- 옷을 더 껴입거나 담요를 덮으십시오.
- 반지, 시계, 몸에 꽉 끼는 것을 벗어내십시오.

실내에 들어오면
- 동상이 걸린 발로 걷지 마십시오. 더 큰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뜨겁지 않고 따뜻한 목욕을 하고, 얼굴과 귀를 뜨겁지 않은 촉촉하고 따뜻한 타월로
감싸십시오.
- 뜨거운 스토브나 히터 가까이 있지 말고, 난방 패드, 온수 보틀 또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각이 돌아오기 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동상이 걸린 피부는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다가 불에 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수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포를 터트리지 마십시오. 흉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피부가 파랗거나 잿빛으로 변하고, 매우 퉁퉁 부어 있고, 수포가 생기고, 피부 밑이
딱딱하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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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저체온증이 발생합니다. 다음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집중력 저하, 신체의 부조화, 어눌한 말, 졸림, 탈진, 및/또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림, 이후 갑작스럽게 떨림 증상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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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싱크대의 경우 온냉수 수도꼭지를 살짝 돌려서 파이프가 동파되는 것을 막으십시오. 물이
조금씩 흐르면 빨리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벽 가까이에 있는 싱크 또는 가전제품 아래의
단열되지 않은 파이프에 더 많은 열기가 가도록 캐비닛 도어를 열어두십시오. 집을 비울 계획이면
수도 시스템(옥내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외)의 물을 빼고 잠그십시오.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신과 가족이 수도를 끄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면 집에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관공을 부르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개방 화염 또는 횃불로 파이프를 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여있는 물의 감전
가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유틸리티 연락 전화번호:
전화번호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전화(24/7): (845) 486-5502
전화(24/7): (845) 452-2700
KeySpan Energy, Inc. (National Grid)
전화(24/7): (516) 824-8550
Long Island, National Grid Gas Emergency Dispatch*
전화(24/7): (516) 545-4047
NYC, National Grid Gas Emergency Dispatch*
전화(24/7): (718) 403-2920
Upstate New York, National Grid Gas Emergency Dispatch*
전화(24/7): (315) 460-2001
Consolidated Edison
전화(24/7): (212) 460-4111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oration (NYSEG)*
(24/7): (607) 76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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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nquin Gas Transmission Company
전화(24/7): (713) 627-4690
Iroquois Gas*
전화(24/7): (800) 888-3982
North Country Gas Pipeline
전화(24/7): (800) 571-4833
Rochester Gas and Electric*
전화(24/7): (800) 743-1702
Tennessee Gas Pipeline Company
전화(24/7): (800) 231-2800
Orange & Rockland *
(24/7): (877) 434-4100
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PSEG)
(24/7): (631) 755-6900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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