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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기관에게주정부기관에게주정부기관에게주정부기관에게 곧곧곧곧 있을있을있을있을 겨울겨울겨울겨울 폭풍에폭풍에폭풍에폭풍에 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대비하도록 이끌다이끌다이끌다이끌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기울이고기울이고기울이고기울이고 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 외출을외출을외출을외출을 자제할자제할자제할자제할 것을것을것을것을 당부하다당부하다당부하다당부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주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 폭풍에 대비해 자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겨울 폭풍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뉴욕주로 폭풍이 다가옴에 따라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폭풍에 제대로 대비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 지시로, 주정부기관들은 오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겨울 폭풍에 대비해 뉴욕주 

전역에서 이를 준비하고 자원 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지시하였고, 폭풍이 닥칠 때 

유연하게 장비와 인력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폭풍 대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족과 친구, 특히 노인들과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전문 긴급상황 관리자의 조언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주가 취한 조치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교량교량교량교량 및및및및 대중대중대중대중 교통교통교통교통 

 

다음과 같은 조치는 중요 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밤사이에 도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는 폭풍에 대비해 1,789대의 제설차량, 359대의 적설기 및 4,185명의 작업반원을 

배치시켰고 뉴욕주에 259,605톤의 염화칼슘을 준비해놓았습니다. 

 

모든 항만 및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폭풍 발생 기간 동안 정비 본부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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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는 뉴욕시 Transit 버스와 지하철, Metro-North Railroad, LIRR(Long Island Rail Road), 

교량 및 터널에서 폭풍 진압 인력을 가동시켰습니다. 모든 MTA 기관은 수요일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얼음이 쌓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MTA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지연, 축소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수요일 아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www.mta.info에서 운행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estchester와 로어 Hudson Valley에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Metro-North는 아침 러시아워 

운행 서비스를 18% 축소할 계획입니다. 평소 154대의 오전 출근열차 중에서 27대는 

연합해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축소 일정으로 Metro-North는 필요할 경우 승객 

운송을 위해 특별 열차를 배치할 것입니다. 뉴욕시 Transit 지하철 열차는 폭풍우를 피해 

한밤 중에 지하 급행열차 승강장에서 보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하철 노선의 

급행열차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지하철의 220 실외 트랙 마일은 기상 상황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MTA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폭풍 발생 시 지하철 계단과 승강장, 버스 정거장, 

교량 및 터널 도로에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반원들은 얼음이 쌓일 것에 

대비해 염화칼슘과 제빙제를 뿌릴 것이지만, 오전 러시아워에 뿌릴 경우 MTA 네트워크 

내부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계단에서는 난간을 이용하고, 

승강장에서 뛰지 말며, 승강장 끝부분에서 떨어져 있고, 조심 운전을 하십시오.  

LIRR과 뉴욕시 Transit은 제빙용으로 제3 레일에 부동액을 뿌리기 위해 특수 고안된 

특별열차 차량을 운행하며, Metro-North와 뉴욕시 Transit 지하철 열차는 눈과 얼음 제거를 

위해 특별 제3 레일 슈즈를 사용합니다. Metro-North Railroad 작업반은 열차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체인톱을 갖출 것이며, 얼음과 눈에 민감한 New Haven 

Line의 가공식 현수삭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통큰 철도들도 기상 관련 

문제로 순찰을 위해 밤사이 열차를 운행할 것이며, 스위치 히터를 켜서 차가운 온도와 

결빙에도 불구하고 스위치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시 Transit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버스 운행 서비스를 최고 15%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밤사이에는 굴절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입니다. 오전 러시아워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눈과 얼음에서 정지 마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타이어 체인을 장착할 것이며, 

감독자들과 견인 트럭을 시내 곳곳에 배치시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버스가 

생기면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눈과 얼음을 치우기 위해 지하철 역사가 실외에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폭풍이 불 때 1,000대가 넘는 지하철 작업자들을 대기시킬 것입니다. 폭풍의 속도와 

타이밍에 따라, 러시아워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468개 지하철 역사에서 얼음과 눈을 

치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은 모든 계단과 승강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조교통기관 이용 승객들도 이동 및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바깥 외출을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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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교량 및 터널은 98개의 제설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풍 발생 시간 동안 7개의 

교량과 2개의 터널로 연결된 모든 도로와 램프에서는 제빙 작업이 자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MTA 교량에는 도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풍속, 풍향, 습도 및 

강수량 정보를 무선 통신을 거쳐 실시간으로 전달해줍니다. 이 센서들은 어느 도로에 제빙 

작업이 더 필요하고 속도 제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필요할 경우 승객들의 폭풍 준비와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그리고 2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콜센터 헬프라인 운영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헬프라인 번호는 1-800-342-3377입니다. 

 

PSC 직원은 폭풍 발생 시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유틸리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전기 유틸리티는 기상 악화 시 정전 사태 발생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를 위해 총 

3,800명의 현장 작업반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작업반원들도 상호 지원을 

통해 나설 것입니다.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주지사는 폭풍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뉴욕주 비상작전센터의 가동을 

지시하였습니다.  

4륜 구동 차량을 포함해 뉴욕주경찰청 소속 모든 특수 차량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상 전력 및 통신 장비는 시험을 거쳐 준비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관리팀과 상업차량강제팀에 배속된 주 경찰 부대원들이 이 폭풍 

동안에는 순찰 업무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주 경찰은 지역 당국과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가동될 수 있는 카운티 비상작전센터에 

요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상기상기상기상 전망전망전망전망 

 

미 기상청은 2월 4일 화요일부터 2월 5일 수요일까지 다음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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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Bronx, Kings, Nassau, New York, Richmond, Queens, Suffolk 카운티 

 

눈, 진눈깨비, 얼음비가 내리고, 적설량은 4 - 8인치 정도, 얼음 두께는 1/4 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udson Valley 

Orange, Putnam, Rockland, Westchester 카운티 

 

총 적설량은 6 - 10 인치 정도 되고 얼음은 최고 1/10 인치 정도로 예상됩니다. 

 

Capital Region 및 North Country 

Clinton, Columbia, Dutchess, Essex, Fulton, Franklin, Greene, Hamilton, Herkimer, 

Montgomer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t. Lawrence, Ulster, Warren, 

Washington 카운티  

 

적설량은 8 - 12 인치가 예상되고, 동부 Catskills, Berkshires, 남부 Green Mountains의 

고도가 높은 지역은 12 – 15 인치가 예상됩니다.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 

Allegany, Broome, Cattaraugus, Cayuga, Chautauqua,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Erie, Genesee, Lewis, Livingston, Madison, Monroe, Niagara, Oneida, Onondaga, 

Ontario, Orleans, Oswego, Otsego, Schuyler, Seneca,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Yates, Wayne 카운티  

 

6 - 14인치 적설량의 중설 및 폭설이 예상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