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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중서부에중서부에중서부에중서부에 한파가한파가한파가한파가 계속됨에계속됨에계속됨에계속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도로도로도로도로 추가추가추가추가 폐쇄를폐쇄를폐쇄를폐쇄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기상기상기상기상 상황으로상황으로상황으로상황으로 도로도로도로도로 교통교통교통교통 상황이상황이상황이상황이 위험해지다위험해지다위험해지다위험해지다 

 

낮은 온도와 강한 바람이 뉴욕 중서부에 지속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 지역의 도로 

폐쇄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뉴욕 중서부 지방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은 오늘 외출을 

삼가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분은 만반의 

주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들 지역의 도로를 

폐쇄하고자 합니다. 뉴욕 주민들께서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최신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이웃들과 

친지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w York 서부의 뉴욕주 Thruway가 겨울 한파로 폐쇄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도 뉴욕 서부의 도로 몇 곳을 폐쇄하였습니다. NY Route 219은 Springville의 NY Route 

39과 Lackawanna의 I-90 사이 양쪽 방향에서 폐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NY Route 400은 East 

Aurora의 NY Route 16에서 West Seneca의 Seneca Street까지 양방향으로 도로가 폐쇄되었고, NY 

Route 75은 NY Route 62에서 NY Route 249까지, NY Route 5(Buffalo Skyway)는 I-190과 Tifft Street 

사이 양방향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주립경찰(State Police)은 Thruway(I-90)를 거쳐 Pennsylvania 주 경계 서쪽에 있는 

Angola Service Area에서 현재 발이 묶여 있는 38대의 트럭을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 

 

뉴욕 중부에서는 I-81가 exit 31과 exit 45 사이 양쪽 방향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Exit 55(Route 219/Lackawanna/Springville/Orchard Park/West Seneca)와 Exit 61(Shortman Road, 

Ripley) 사이에 자리한 Thruway는 1월 6일 오후 7시30분에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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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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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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로 폐쇄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운전자들은 이 한파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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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해 79대의 제설차와 213명의 작업자를 대기시켜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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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Buffalo 지역에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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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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