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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혹한기혹한기혹한기혹한기 겨울겨울겨울겨울 날씨로날씨로날씨로날씨로 인해인해인해인해 BUFFALO 지역과지역과지역과지역과 PENNSYLVANIA LINE을을을을 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 

THRUWAY를를를를 폐쇄한다고폐쇄한다고폐쇄한다고폐쇄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웨스턴웨스턴웨스턴웨스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겨울겨울겨울겨울 폭풍을폭풍을폭풍을폭풍을 모니터링하기모니터링하기모니터링하기모니터링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주립방재센터주립방재센터주립방재센터주립방재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를를를 가동하다가동하다가동하다가동하다 

 

최고최고최고최고 3 피트에피트에피트에피트에 이르는이르는이르는이르는 적설량으로적설량으로적설량으로적설량으로 교통교통교통교통 상황이상황이상황이상황이 위험해질위험해질위험해질위험해질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되다예상되다예상되다예상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Western New York에 있는 뉴욕주 Thruway의 일부 구간이 혹한기 

겨울 기상 상황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it 55(Route 

219/Lackawanna/Springville/Orchard Park/West Seneca)와 Exit 61(Shortman Road, Ripley) 사이에 

자리한 Thruway는 오늘 오후 3시에 상용 차량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오후 8시부터 Thruway의 서쪽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은 Exit 50(I-290 west) 도로에서 우회하게 되며, 동쪽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은 Exit 61(Shortman Road, Ripley)에서 우회하게 됩니다. 

 

이 밖에, 주지사의 지시로 Buffalo와 Western New York에 예보된 겨울 기상 상황을 바탕으로 뉴욕주 

주립방재센터가 오늘 밤 오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도로 폐쇄는 하루 반나절 동안 36인치의 적설량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최고 4인치의 호수 

효과 눈(lake effect snows)이 내리고 최고 40 mph의 광풍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4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겨울 기상 상황으로 인해 취하는 예방조치입니다. 이 지역의 Thruway는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개통될 것입니다. 

 

Pennsylvania와 points west로 이동하는 운전자는 Thruway의 exit 46(Henrietta)에서 남쪽 I-390로 

빠진 후 서쪽 방향의 I-86로 나가야 합니다. Pennsylvania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I-86 동쪽 

방향으로 빠진 후 북쪽의 I-390까지 계속 가야 Henrietta의 Thruway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한 때 큰 눈이 예상되고 시계가 제로에 이를 전망임에 따라 저는 안전 상의 문제로 Thruway 

Authority에게 Western New York의 일부 Thruway 구간을 폐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은 외출을 하거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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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거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점검하면서 방재센터 관리의 지시를 따르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최우선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현재의 기상 상황과 예보로는 오늘 

늦게 Buffalo 지역과 Pennsylvania 주 경계선을 잇는 Thruway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Thruway 

제설 작업반이 눈폭풍 속에서도 제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도로를 재개통하는 것입니다”라고 Thruway Authority의 Thomas J. Madison 

실무국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Rochester 지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운전자와 I-86에서 서쪽으로 

가는 운전자들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도로는 눈폭풍에 따른 피해가 약간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운전자들은 눈폭풍이 발생할 때에는 항상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Thruway Authority는 다른 Thruway 부서에서 차출된 제설기 몇 대와 작업자를 포함해 눈폭풍이 

발생하는 동안 66대의 제설차와 188명의 작업자를 대기시켜놓을 예정입니다. 대형 트럭에 장착한 

제설기 외에도, Western New York를 기반으로 폭풍 발생 시 동원되는 ATV와 스노모빌, 추가 제설기 

및 스노모빌도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재배치되었습니다. 

 

Thruway는 Buffalo 지역에 25,000 톤에 이르는 염화칼슘과 상당한 양의 액상 염화마그네슘을 

뿌렸습니다. 이 염화마그네슘은 도로 정리 및 결빙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OT)는 눈폭풍에 대처하기 위해 170대의 제설차와 455명의 작업자들을 이 지역에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주 Thruway Authority는 10대의 제설차와 11명의 작업자를 Long Island로 보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지역의 눈폭풍 발생 DOT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제설차와 작업자들은 

Buffalo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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