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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심한 뇌우에 대비할 것을 촉구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지에서 자정까지
유효한 토네이도 주의보(Tornado Watch) 발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펜실베이니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심한 뇌우에
대비할 것을 특별히 미드 허드슨 밸리,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뉴욕 주민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뇌우는 오늘 저녁에 뉴욕주의 고도가 낮은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강한 회전 상승기류를 동반한 일부 토네이도로 발생하는 위험이 오늘 저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 바로 위의 바람이 이 지역 전체에서 심해짐에 따라
잠재적으로 이 위험이 약간 증가합니다. 토네이도의 위험 이외에도, 이 폭풍우가 발생한
기간 동안 우박과 강풍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네이도와 악천후는 거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비상용품을 지참하고 정전에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폭풍우가 악화될 경우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과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 경보를 위해 현지 언론 매체를 계속 청취하고,
최대 분 단위로 비상사태를 통지하는 NY-Alert를 다운로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나기와 뇌우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지속되다가 수요일 이른 시각에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폭풍우는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최대 40 마일의 돌풍과 폭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늘어난 강수량으로 인해 특히 서던 티어 지역이 홍수와 돌발
홍수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지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유효한
토네이도 주의보(Tornado Watch)를 발령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오렌지, 록랜드
카운티에서 오후 9시 45분까지 유효한 돌발 홍수 경보(Flash Flood Warning)를
발령했으며, 브룸,셔멍, 델라웨어, 스튜벤, 설리번, 티오가 카운티에서 오전 2시까지
유효한 돌발 홍수 주의보(Flash Flood Watch)를 발령했습니다. 이 폭풍우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추가 정보 및 경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 시청 가능한 텔레비전 방송국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기상을 알려주는 경보 및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가입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뉴욕주의 긴급 상황 알림 시스템인 뉴욕-경보(NY-Alert)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현지 비상 관리팀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폭풍우가 도착하기 전에
•
•
•
•

폭풍우 동안 발사물이 될 수 있는 야외용 가구, 쓰레기통, 도구, 걸어두는
화초 등을 붙잡아 매거나 건물 안으로 들여놓으십시오.
지하실이 있는 경우, 배출 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장치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대기용 발전기 또는 대체 전원을 준비한다.
이웃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살핀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
•
•

건물 내에 그리고 유리창과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휴대폰 및 중요한 전자기기를 충전해 놓는다.
도로에 나가지 않는다. 여행을 하는 경우, 즉시 대피소를 찾는다.

토네이도를 발견하거나 목격할 경우, 침착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

•

야외에 있을 경우, 즉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대피할 장소를
찾으십시오. 근처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배수로나 낮은 곳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십시오.
이동 주택이나 차량 안에 있을 경우,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동주택이나
차량은 토네이도의 강풍으로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구조물을
대피소로 삼으십시오. 근처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배수로나 낮은 곳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십시오. 차량으로 토네이도를 피해
달아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

•

주택 또는 작은 건물 안에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층의 지하실 또는 방 안으로
이동하십시오. 창문을 피하십시오. 옷장, 욕실, 기타 실내 공간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튼튼한 물건 아래로 들어가거나 매트리스로 몸을 가리십시오.
학교, 병원 또는 쇼핑 센터에 있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광범위하게 개방된 구역이나 창문을 피하십시오. 주차된
차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고층 건물에 있는 경우, 가능한 가장 낮은 층의 작은방 안 또는 복도로
이동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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