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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겨울겨울겨울겨울 폭풍이폭풍이폭풍이폭풍이 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 덮침에덮침에덮침에덮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비상비상비상비상 사태사태사태사태 선포선포선포선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커다란 겨울 폭풍이 이미 뉴욕주 일부에 심한 눈과 강풍을 초래함에 

따라 비상 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정부 용도로 제한된 자원을 지역 정부가 

동원할 수 있게 되며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법규를 주지사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선포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Bronx, Dutchess,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주지사는 최악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뉴요커들이 통행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심한 눈보라 경고는 영향을 받은 뉴욕주 지역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유효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약 10-14인치의 눈이 예상되는데 Long Island에는 20인치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속도 올라가기 시작하여 뉴욕시의 경우 시속 40마일에 달하고 Long Island의 분기 

지역에서는 돌풍이 시속 70마일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겨울 폭풍이 전개되어 뉴욕주의 여러 지역에 심한 눈과 강풍을 초래함에 따라 본인은 모든 

뉴요커들이 주의하고, 통행을 자제하며, 옥내에 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겨울 폭풍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인은 자원이 

필요한 커뮤니티에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ower Hudson Valley의 카운티들과, 

뉴욕시 및 Long Island에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확실한 대비를 위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대중대중대중 교통교통교통교통 

• MTA는 폭풍으로 지역의 지하철, 버스 및 통근열차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 MTA는 옥외 선로, 전철기 및 전화된 제3 레일에서 눈과 얼음을 치우기 위해 제설 및 제빙 

장비들을 준비하고 배치하였습니다.  

• MTA는 모든 주말 작업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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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계단에서 눈을 치우고 얼음을 녹이기 위한 소금을 뿌리기 위해 MTA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 눈을 치우기 위해 옥외 지하철 구간은 오후 8시 이후에는 일시 중단됩니다. 

• 얼음과 눈을 치우기 위한 요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배치되었고 버스가 도로에서 봉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일부 버스 

모델에는 체인이 장착되었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언덕 노선에는 특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오늘 일찍이 Long Island Rail Road는 예보된 눈폭풍의 예봉이 동부 지역을 치기 시작하기 

전에 뉴욕시 고객들이 동부 방향 통행을 위해 오후 일찍 출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LIRR는 눈이 10-13 인치 정도 쌓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제3레일과 선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 요원들이 바깥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 폭풍의 예봉이 닥치기 전에 고객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 Metro North의 추가 열차가 이른 

오후 동안에 운행되었습니다.  

• 예보된 겨울 폭풍의 심한 정도 때문에 Metro-North는 예정된 서비스를 추가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후 8시와 오전 1시 사이에 Metro-North는 제한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운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ew Haven 라인 및 Harlem 라인의 경우, Grand Central 출발 

서비스는 30분마다 그리고 Grand Central 도착 서비스는 1시간 마다 있을 것입니다. Hudson 

라인의 경우, 양방향으로 1시간 마다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열차가 폭풍 동안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날씨 상태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몇몇 주요 장거리 버스 회사들은 항만청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뉴욕시 복쪽 지점으로 가는 

운행을 이미 중단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은 오늘 저역과 내일 터미널로 향하기 전에 버스 

회사에 확인할 것이 강력 촉구됩니다. 

• PATH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폭풍에 앞서 오늘 일찍 퇴근하는 고객들을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열차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및및및및 교량교량교량교량 

• Pennsylvania주 경계선에서 Connecticut 주 경계선까지의 주간 고속도로 84번은 겨울 날씨 

조건으로 인해 상업 트럭 통행이 금지됩니다. 대형 트럭(26,000 파운드 이상의 

GCWR/GVWR), 트랙터, 트랙터 트레일러 및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상용 차량은 바로 

지금부터 이 고속도로 70마일 구간에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지는 추가 고지시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 교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추가 통행 시간을 감안하고 젖은 도로로 인해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폭풍이 심화됨에 따라 강풍과 백시현상으로 인해 교량이나 램프가 간헐적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트랙터 트레일러, 스텝 밴, 미니버스, 뒤가 트인 트럭, 

트레일러 견인차, 모터 홈 및 판유리를 실은 차량을 포함하여 특정 차량은 강풍과 젖은 

도로로 인해 건널목 사용이 일시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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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교량에서는 시속 35마일 속도 제한이 발효되었습니다: Tappan Zee, George 

Washington, Goethals, Bayonne 및 Outerbridge Crossing 

• 강수가 시작됨에 따라 도로를 전처리하기 위해 주 전역에 약 470,000톤의 소금 재고가 

있습니다. 

• 1,770여대의 제설 트럭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폭풍 동안 Thruway 및 NYSDOT의 모든 정비 본부에 요원이 24시간 배치될 것입니다.  

 

공항공항공항공항 

• 뉴욕시의 5개 공항은 모두 열려있지만 비행기는 크게 줄어든 스케줄로 운항될 것이며 

오후 중간 현재 2,300여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활주로 및 유도로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원들이 방빙 약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의 발이 묶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요원들은 간이 침대, 담요 및 기타 필수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 여행자들은 내일 운항 재개와 관련하여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o JFK 공항의 경우, 항공사들은 당국에 오후 6시 30분부로 운항 중단을 예상하고 

있음을 통보하였는데 많은 항공사들은 더 일찍 중단하였습니다. 

o LaGuardia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편이 오후 4시부로 운항을 중단하였습니다. 

o Stewart 공항의 경우, 마지막 예정된 항공편은 오후 4시 45분에 있었습니다. 

o Newark Liberty 공항의 경우, 항공사들은 오후 4시부로 운항을 중단하였습니다.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 ATV, 스노우모빌 및 사륜구동 차량을 포함하여 주 경찰의 모든 특수 차량들이 비상 대응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비상 전력 및 통신 장비를 시험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관리팀과 상업차량강제팀에 배속된 주 경찰 부대원들이 이 폭풍 

동안에는 순찰 업무에 재배치되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각 부대의 주 경찰 대원들을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식별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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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이러한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Lower Hudson Valley와 Long Island에 추가 부대원들이 

배속되었습니다 

•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주 및 카운티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비상작전센터에 요원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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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력전력전력 

• 날씨 조건으로 인해 오후 4시 현재 1,260명의 전기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ational Grid는 약 735명의 LIPA 고객들에게 전기가 끊겼는데 Nassau 카운티 

422명과 Suffolk 카운티 312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 전기 회사들은 대비 활동을 대응 모드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약 4,700명의 요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 전기 회사들의 고객서비스팀은 정전 신고를 처리하고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시간 후 및 주말 요원들을 추가하였습니다.  

• NYPA는 추가 교대 요원을 소집하였으며 제설 장비와 비상 발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 NYPA 발전소와 송전소에 디젤 연료 및 가솔린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경마경마경마경마 시설시설시설시설: 

• 토요일에 Aqueduct에 경마가 없습니다 

 

공원공원공원공원  

• 4개의 자유공원이 폐쇄됩니다  

• Nissequogue River 주립공원이 폐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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