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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 보존부에서 4개 지역에 대한 가뭄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지시

뉴욕주 가뭄 상황 지도,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오늘 롱아일랜드, 어퍼 허드슨/모호크 지역,
애디론댁, 그레이트 레이크스/세인트 로렌스 지역 등 뉴욕의 4개 지역에 가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주 가뭄 관리 태스크 포스(State Drought
Management Task Force)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가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극심한 열로 인해
뉴욕주 여러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지역 물 사용 제한 아래에서 다 함께 협력하여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가뭄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가능한 한 물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주의보"는 네 가지 단계의 가뭄 경보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주의보", "경고", "비상" 및
"재해"). 가뭄 주의보 또는 경고 발령 시 주 전체적에서 물 사용 제한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보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현지 공공 용수
공급업체는 지역의 수요와 조건에 따라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존부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보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지만 이는 뉴욕주 기관 및 비상 대응 팀에 진행 중인 가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을 보존하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변화는 가뭄 수준의 심화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실외 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약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화장실 누수를 수리하십시오. 수도꼭지에서 1분당 30회의
물방울이 떨어지면 한 달에 54갤런에 해당하는 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잔디 깎는 기계의 절단 높이를 올립니다. 길이가 긴 잔디에는 길이가 짧은
잔디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물이 필요합니다.

•

•

•

지역 사회에서 급수를 허용하는 경우, 잔디 및 정원에 매일 물을 주는 대신에
격일로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급수 횟수가 줄면 잔디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이른
아침에 급수를 하면 물 증발을 최소화합니다.
자동 잔디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습한 날씨에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우랑계를 사용하여 언제,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할지를 제어하십시오. 고정된
급수 일정을 따르면 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물을 절약하고 잔디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관개하십시오.
인도와 계단을 호스를 사용하여 물로 청소하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합니다. 인도를 매주 호스로 5분 동안 물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면 유량에
따라 연간 625~2,500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 절약 팁을 원하시면,http://www.dec.ny.gov/lands/5009.html 환경 보존부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가뭄 주의보와 경고는 뉴욕주의 9개 가뭄 지역의 강수량 수준, 저수지/호수 수준, 하천
흐름 및 지하수 수준을 반영하는 주 가뭄 지수(State Drought Index)에 의해
발령됩니다. 이러한 각 지표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가
지정됩니다. 가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 보존부 웹 페이지
(http://www.dec.ny.gov/lands/5011.html)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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