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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비상사태를비상사태를비상사태를비상사태를 선포하다선포하다선포하다선포하다 

 

대형대형대형대형 겨울겨울겨울겨울 폭풍이폭풍이폭풍이폭풍이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줌에줌에줌에줌에 따라따라따라따라 I-84의의의의 차량차량차량차량 통행통행통행통행 금지를금지를금지를금지를 전면전면전면전면 시행하다시행하다시행하다시행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 인근에인근에인근에인근에 염화칼슘염화칼슘염화칼슘염화칼슘 비축분을비축분을비축분을비축분을 새로새로새로새로 보급하다보급하다보급하다보급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겨울 폭풍이 지속되면서 

폭설과 얼음을 동반하고 업스테이트와 다운스테이트 지역 내 커뮤니티에 진눈깨비를 몰고옴에 

따라 이 발표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뉴욕주 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폭풍으로, 우리는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모든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은 도로로 나오지 마시고, 이웃주민과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악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Joan McDonald 교통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업반들이 24시간 내내 도로 정리 작업과 

함께 가급적 가장 안전한 통행 상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통근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I-84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Joseph D’Amico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통행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뉴욕주 전역에서 Interstate 84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꼭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 뉴욕주의 운전자들은 극도의 조심 운전을 해야 하며, 개방된 도로만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비상 사태에 따라 평소 뉴욕주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중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에 방해가 되는 법과 법규의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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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염화칼슘염화칼슘염화칼슘 부족부족부족부족  

 

뉴욕주는 모든 뉴욕주 도로에 적절한 소금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와 롱아일랜드의 

지자체가 염화칼슘의 부족을 알려왔습니다. 비상 사태에 따라 주지사는 교통부(DOT)와 

항만청(Thruway Authority)에 비축된 뉴욕주 염화칼슘을 이를 필요로 하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초과 공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트럭 130대 분량의 총 3,500 톤의 염화칼슘이 이들 커뮤니티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지방정부에 염화칼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용 염화칼슘 공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교통부는 염화칼슘 배송 트럭 운전자가 비상 사태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의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 시간에 대한 연방 규제를 

철회하였습니다. MTA는 또한 대용량의 염화칼슘을 이들 지역으로 배송시킬 수 있도록 교량에서 

차량의 중량 제한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폐쇄폐쇄폐쇄폐쇄 & 제설제설제설제설 작업작업작업작업 

 

오늘 오전 이른 시각,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와 코네티컷 경계를 잇는 Interstate 84에 차량의 전면 

통행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행 금지 발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차량 통행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I-84를 달리는 차량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주는 1,789대의 제설차량, 359대의 적설기 및 4,185대의 작업반원을 동원해 눈과 얼음을 

치우고 있습니다. 

 

전전전전력력력력 

 

일부 지역에 쌓인 얼음 두께가 반 인치에 이르면서 추가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유틸리티는 모든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Con Edison은 상호 지원을 통해서 180명의 작업반원을 동원하였고, PSEG-Long Island는 

도중에 300명의 작업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총 8,406건의 정전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전 및 예상 복구 시간(ETR)에 대한 

지역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Central Hudson: 8 ETR=오후 1시30분 

Con Edison: 2,372 ETR= 2월 6일, 오전 11시 

National Grid: 5 ETR= 오전 11시15분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1 ETR= 오전 10시45분 

Orange & Rockland Utilities: 0 

PSEG-Long Island 6,020 ETR= 오후 3시 

Rochester Gas & Electri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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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항공항공항 

John F. Kennedy 공항은 오전 10시까지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LaGuardia 국제공항은 정오 12시까지 항공기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SWF는 적설량이 7인치이며 계속 쌓이고 있으며, 운행 예정된 항공기 12중 한 대가 

취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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