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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의 폭우 및 홍수 예보에 각별한 주의 당부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해 금요일 오후까지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비가
내리고 폭우까지도 예상
해당 지역에 홍수 주의보 발령
우천 지역은 웨스턴 뉴욕에서 이스턴 뉴욕으로 이동하며 토요일까지 2~3 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목요일 오후에 시작해 토요일까지 뉴욕주를 통과하게
될 폭우와 뇌우에 대비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촉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며,
저지대, 도시 또는 배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2.5 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토양 상태가 이미 빗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데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뉴욕주와 주도 지역을 통과하며 내릴 것으로
보이고, 미드 허드슨과 모호크 밸리의 경우 토요일에 비가 그칠 때까지 2~4 인치의 많은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뉴욕주를 관통하며 여러 곳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뉴욕 주민께서는 여행하거나 외출하실 때 이 점에
주의하시고 업스테이트 전역에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는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처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각종
자산과 인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는 저기압 영역의 앞 부분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동할 것으로 보여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내내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가장 많이 쏟아져 소규모의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5~2.5 인치입니다. 앨러게니, 카타라우구스, 셔터쿼, 제네시,

리빙스턴, 먼로, 나이아가라, 에리 및 와이오밍 카운티에는 홍수 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 계곡과 강을 따라 소규모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날이 갤
전망입니다.
토요일 정오 무렵 비가 그칠 때까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및
모호크 밸리에 2~3 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수로의 수위가 현저히 높아지겠지만, 이번 비로 강 본류의 홍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지류와 하천에는 불어난 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상 주의보 및 경보(weather watches and warnings)의 전체 목록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열 군데에 지역별로 홍수 발생 시에 대비한 주요 보급 물자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발전기 700 대 이상
조명탑 240 대 이상
펌프 1,300 개 이상
모래 주머니 200 만 개 이상
샌드배거 19 대
병 생수 및 캔 생수 40 만 개 이상
바로 먹을 수 있는 27,500 명 분의 즉석식품
간이침대 9,600 개
담요 12,340 장 및 베개 13,613 개
6,771 피트 규모의 아쿠아 댐

폭우가 내릴 때 이동하는 경우 주의해서 운전하시고 다음과 같은 안전 정보를
명심하십시오.
•
•

•
•
•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십시오.
빠르게 흐르는 물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 피트 높이의
빠르게 흐르는 물에 자동차가 떠밀릴 수 있습니다. 시속 2 마일로 흐르는
물은 차량을 길이나 교량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홍수난 도로에 고립되지 않도록 일찍 떠나십시오.
권장 노선을 따르십시오. 절대 홍수 지역을 보려고 비상 우회로를 무시하고
가지 마십시오.
이동하면서 최신 정보를 위하여 미국 해양대기청 기상 라디오(NOAA
Weather Radio) 및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확인하십시오.

•
•
•

쓸려 내려간 도로, 흙 수라, 고장난 수도 또는 하수구 본관, 잘린 전기선,
떨어지는 또는 떨어진 물건을 주의하십시오.
강이나 꺼진 도로, 교량 및 저지대와 같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침수될 수
있는 장소에 주의합니다.
차 안에 있을 때 주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즉시 차를 버리고 나옵니다.

홍수 및 극심한 기후 대비
•
•
•
•
•
•
•
•

•
•

자신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주변 도시 이름을 알아두십시오. 극심한 기후
경보는 카운티별로 발령됩니다.
급하게 떠나야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높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개발 및 '가족 탈출'계획을 연습하고 가족이 분리 될 경우 만남의 장소를
식별합니다.
가구,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유권 등 귀중품의 항목 별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유지하십시오.
통조림 식품, 의학 및 응급 처치 용품 및 식수 비상용품을 비축하십시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및 비상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동차 연료 보급을 제때에 합니다. 정전이 되면 주유소에 며칠 동안 연료
판매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소형 재난 보급품 세트를
준비하십시오.
주택이 침수될 수 있는 수준의 위아래로 몇 피트인지 알아보십시오. 침수
수위를 예보할 때, 침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합판, 플라스틱 시트 및 목재 등 응급 방수 재료를
마련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재난 보급품을 가지고 계십시오.
•
•
•
•
•
•
•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여분의 배터리
구급상자 및 설명서
비상 식량 및 물
전기가 필요 없는 캔 오프너
필수 약품
수표책, 현금, 신용카드, ATM 카드

각종 기후에 따른 안전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웹사이트
www.dhses.ny.gov/oem/safety-info/index.cfm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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