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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의 결과로 MTA, 항만청 및 고속도로 횡단로에서의 
속도 제한 및 봉쇄 가능성을 운전자들에게 통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강풍의 결과로 뉴욕주 전역의 속도 
제한, 차량 제한 가능성 및 주요 횡단로 봉쇄 가능성을 운전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MTA의 7개 교량과 2개 터널, 항만청의 George Washington 브리지, Staten Island 횡단로와 
Lincoln 및 Holland 터널 또는 고속도로청의 Tappan Zee 브리지 중 하나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허리케인 Sandy의 결과로 바람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에 속도 및 특정 차량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봉쇄는 강풍, 강우량 및 도로 조건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Sandy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함에 따라 뉴요커들은 가능한 한 통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교량 또는 터널 중 
하나를 건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www.511ny.org에서 최신 현황을 입수하여 
폭풍 상태에 근거한 속도 제한과 가능한 봉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들은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중요 정보를 위해 게시된 전자 
메시지에 특별히 주의할 것이 촉구됩니다. 마른 또는 젖은 조건에서 시속 30마일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경우, 교량들은 속도를 감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바람이 시속 50마일에 도달하는 경우, 특정 차량은 이러한 횡단로 사용이 금지될 
것입니다. 특정 차량은 오토바이, 견인 트레일러, 밴, 뒤가 트인 트럭, 트레일러 견인 차량, 
모터 홈 및 유리창을 실은 차량을 포함합니다.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경우, 교량들은 봉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속 60마일 미만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경우라도 운전 가시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를 동반한 경우에는 횡단로들은 봉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횡단로들은 조건이 
진정되어 안전하면 재개통될 것입니다.  
 
가변 메시지 시스템 및 고속도로 경보 시스템 라디오 방송이 활성화되어 운전자들에게 
통보하고, 수신 동의한 사람들에게 일괄 이메일 TRANSalerts가 발송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www.mta.info, www.panynj.gov, www.thruway.ny.gov 및 www.511ny.org에서 
항만청, MTA 및 고속도로청의 횡단로 관련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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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입수하려면  트위터 에서 주지사를 팔로우하고 우리의 폭풍 워치 
리스트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상세 정보를 위해 www.governor.ny.gov 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에서 주지사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s%3a%2f%2ftwitter.com%2fNYGovCuomo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s%3a%2f%2ftwitter.com%2fNYGovCuomo%2fstorm-watch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s%3a%2f%2ftwitter.com%2fNYGovCuomo%2fstorm-watch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3a%2f%2fwww.facebook.com%2fGovernorAndrewCuomo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http%3a%2f%2fwww.governor.ny.gov
https://mail.ny.gov/owa/redir.aspx?C=GpFqPBrqkE6E4oZPTb_8omo3HKHciM9IiYElRAaWf3Qn39Vdv09fJydN_0-Yi_v71grNu7zPnYI.&URL=mailto%3apress.office%40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