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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 폭우폭우폭우폭우, 잠재적잠재적잠재적잠재적 열대성열대성열대성열대성 폭풍폭풍폭풍폭풍 및및및및 홍수에홍수에홍수에홍수에 만반의만반의만반의만반의 대비를대비를대비를대비를 해해해해 둘둘둘둘 

것을것을것을것을 당부당부당부당부 

 

강풍과강풍과강풍과강풍과 홍수를홍수를홍수를홍수를 동반한동반한동반한동반한 극한극한극한극한 기상은기상은기상은기상은 이번이번이번이번 주말에주말에주말에주말에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미칠미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됨예상됨예상됨예상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가정과 가족들이 폭우 및 잠재적 홍수와 이번 

주 예정된 허리케인 Joaquin의 상륙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민들이 홍수 경고 및 무서운 태풍에 대한 소식을 즉시 청취할 수 있는 NY-

Alert(https://users.nyalert.gov)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극한 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이 

향후 더 무서운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Lee와 허리케인 Irene은 굳이 해안가 주변에 있지 

않아도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검증된 자연재해입니다. 주정부는 이미 

주정부에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 대응 장비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뉴욕주의 모든 거주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안전을 유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뉴욕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이 태풍은 오는 목요일까지 엄청난 양의 큰 비를 

동반하며 남부 Adirondacks부터 수도권 지역까지, 그리고 동부에서 북부 Taconics까지 

뉴욕주 대다수 지역에 3~6인치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큰 

비는 정오까지 내릴 예정이며 뉴욕주를 벗어난 후에도 옅은 비와 소나기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이 태풍으로부터 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협은 시내와 부실한 

배수를 완화하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현재 홍수 주의보는 다음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Broome, Cayuga, Che  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Madison, 
Oneida, Onondaga, Otsego, Schuyler, Seneca,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Yates – 오늘 정오까지 

Albany, Columbia, Dutchess, Fulton, Greene, Hamilton, Herkimer,  
Montgomer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Ulster, Warren, 

Washington - 목요일 오전까지 

Essex   – 오늘 밤 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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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북쪽으로부터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우기가 예상되며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정전 사태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Joaquin의 상륙으로 

이번 주말에 한 차례 다시 내릴 비는 홍수와 미미한 해안 홍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National Hurricane Center에 따르면 Joaquin이 허리케인으로 성장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전 8시, 허리케인 Joaquin 중심은 중앙 Bahamas의 동북동 

245마일에 위치해 있으며 시간당 6마일의 속도로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남서 또는 남서쪽 방향을 향해 이동하는 이 태풍은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목요일에는 속도가 점차 감소하게 될 Joaquin은 

오늘밤과 목요일 중앙 Bahamas 근처 또는 일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한 최대 풍속은 높은 돌풍과 함께 75mph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허리케인급 

태풍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30마일까지 퍼져 성장하고, 열대 폭풍우는 중앙에서 

125마일까지 넓게 퍼져 성장합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추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NY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국장국장국장국장 John P. Melvill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우리가 빨리 지역 파트너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준비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손전등과 건전지, 물과 통조림 등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용품을 비치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해 기상 상황을 청취하고 비상 당국이 

지시한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 갑작스런 홍수 "주의보"는 갑작스런 홍수 또는 일반 

홍수가 지정된 주의 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주의보가 

발효되면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를 따르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홍수 "경고"는 갑작스런 홍수 또는 일반 홍수가 발효되었거나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즉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통조림 및 물 등의 비상 용품은 72시간(3일) 동안 비상 사태에 견딜 수 있도록 

비축해 두십시오.  

   모든 가족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긴급 가족 

연락망"의 일원으로서 출타한 지인 또는 가족을 확인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해당 연락처를 숙지하게 하십시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장소인 

비상집합장소를 지정하십시오. 

 호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학교, 의사, 아동/노인 보호 제공자, 보험사를 

포함한 담당자 및 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폭풍 해일 이력 등 해당 지역의 태풍/폭풍의 위험을 숙지해 두십시오. 

 해당 지역사회의 경고 신호 및 대피 계획을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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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태풍 상륙 기간 동안 애완동물을 안전한 위치에 피신시킬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처방 의약품을 비축해 두고 어린이, 노인, 허약자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용품을 준비해 두십시오. 

 가까운 이웃이 태풍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허리케인 대비와 함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DHSES 소개소개소개소개 

 

국토안보비상대책반(DHSES)과 4개 본부(대테러실, 재난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및 

상호작전긴급통신실)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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