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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번 주말에 닥칠 수 있는 겨울폭풍에 준비할 것을 주 기관에 명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번 주말에 뉴욕주 일부분에, 특별히 Hudson Valley 
아래지역부터 수도 지역 까지, 폭설, 진눈깨비 및 강풍이 예상되는 일기예보에 따라, 주 
기관들에게 준비할 것을 오늘 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주 운영 책임자인 Howard Glaser는 
오늘 오후에 주 기관들 책임자들과 함께 폭풍 계획 노력 조정을 위한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0 
 
“극심한 날씨가 뉴욕 일부분에 다가오고 있어, 저는 때이른 폭풍이 지나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측정대로, 
비상용품 비축, 지역 날씨 경보 청취, 비상시 계획 준비 등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악천후에 도로사용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주지사의 지시대로, 주 비상사태 관리부(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와 다른 
주 기관들과 함께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주의 대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OEM은 
토요일 정오에 주 비상사태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활성화시키고 
Dutchess 카운티에 지역부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 OEM은 또한 미국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Greene 및 Schoharie 카운티와 같이 특별히 최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에 
피난처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 보건부(Health Department)는 보건 시설들에게 극심한 
날씨를 확실하게 대비해둘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진눈깨비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전깃줄에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준비하고, 신속한 전력 회복 또한 준비할 것을 주 기관들과 당국에 준비할 
것을 명했습니다.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인원 동원, 계약자들 고용, 상호 원조 통화 시작 
등을 포함하는 준비 노력을 전기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의 
고속도로와 교통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폭풍의 영향에 대비하여 주 교통부 및 주립 
경찰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폭풍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날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국 날씨 서비스는(National Weather Service) 이 폭풍이 토요일부터 시작, Hudson Valley, 
Catskills, Mohawk Valley를 비롯하여 수도 지역 지역에 함박눈을 내리게 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최고량 6-12인치, 높은 고도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폭풍은 현재, 토요일 아침에 뉴욕시, 
Long Island와 Hudson Valley 아래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뉴욕시 북부지역 
전체에 걸쳐 차차 눈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Korean 

 
도로 폐쇄, 대중교통, 또는 통근 열차에 미칠 폭풍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는 
뉴욕인들은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틀 방문하십시오: www.511ny.org. 511번은 
뉴욕주 도로, 고속도로(Thruway), Metro-North 열차, Long Island 열차, 뉴욕시 대중교통, 
MTA 다리 및 터널, 그리고 뉴욕과 Long Island 버스를 포함하는 MTA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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