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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겨울 폭풍이 강타한 카운티들에 비상사태 선포 

 
선포지역: Albany, Columbia, Dutchess, Delaware, Greene, Orange, Putnam, Richmond, 

Rensselaer, Rockland, Sullivan, Ulster, 그리고 Westchester 카운티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때이른 겨울 폭풍으로 주 일부분에 폭설, 얼음 및 비가 
쏟아짐에 따라 뉴욕의 열세군데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뉴욕 일부분을 강타함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는 이 폭풍에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에 주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정부들과 의사소통하며 대응노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에 필요한대로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인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빙판길이나 눈이 많이 쌓인 도로 운전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비상사태는 뉴욕이 주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 정부들을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돕게 
해주고, 주지사로 하여금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지연시킬만한 법규, 원칙 및 규정을 보류할 
권한을 줍니다. 선포는 또한 주지사에게 교통부 장비 및 인원과 같은 주 자원들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정부들에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선포 해당 지역은 Albany, 
Columbia, Dutchess, Delaware, Greene, Orange, Putnam, Richmond, Rensselaer, Rockland, 
Sullivan, Ulster, 그리고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지역들입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인들은 젖은 눈과 나뭇잎들 때문에 가지들이 전깃줄에 
떨어짐으로 인해 정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는 정전시 빠른 시간내에 전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힘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PSC는 341개의 전선, 나무, 및 삼림 관리인 및 계약인들을 파악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전기 회사들과 함께 일해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준비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및 얼음 장비 배출: 눈/얼음 제어 위한 825대의 제설트럭, 지원용 로더 90대, 
가동에 연관된 990명의 조종자 및 관리자.  

 현재 피해 지역에 162명의 뉴욕주 경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추가의 인원이 피해 
지역에 배치되기 위해 소환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은 생명구조 임무를 위해 경찰비행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폐쇄 지역(날씨 상태에 따라 갑자기 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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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Route 42, Monticello 근처 Kiamesha Lake 지점  
 홍수로 인해 Brooklyn Queens Expressway 동부행 오른쪽 차선이 Cadman Plaza 
지점에서 막힘  

 넘어진 나무로 인해 Bronx River Parkway 남부행이 Gun Hill Road 지점에서 막힘  
 Taconic State Parkway 북부행 및 남부행, I-84부터 Route I-84까지, 동부행은 Route 

9부터 Route 312까지 (13-19번 출구).  
  
뉴욕주 고속도로국(Thruway Authority)에서는 다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NYC에서 Catskill - 폭설 및 눈 쌓임, 젖은길/빙판길  
 Catskill에서 Amsterdam - 눈, 젖은길/빙판길  
 Amsterdam에서 Pennsylvania 주 도로 - 대체로 깨끗함  
 Tappan Zee 다리, 속도제한 시속 35 마일  
 NYC에서 Herkimer까지 속도제한 - 모든 상업용 차량은 시속 45 마일  

  
Long Island 열차: 

 날씨 문제 없이 풀 서비스.  
  
뉴욕시 지하철 

 Pelham Parkway와 Dyre Avenue 사이에 나무 몇 그루가 Y1 과 Y2 선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번 라인, 동 180번째 Street와 Dyre Avenue 사이에 서비스 없음.  

Staten Island 열차: 
 통근기차 양방면으로 운행.  

  
MTA 버스: 

 떨어진 나무, 나뭇가지, 전기줄로 인해 우회로가 많음.  
  
MTA 다리 및 터널: 

 현재 모든 시설 열려있으며 양 방면으로 작동.  
  
Metro-North 열차: 

 New Haven상의 Branch 라인은 운행 안되며, New Haven 열차는 매 시간 운행.  
 Upper Harlem 라인 운행안됨.  
 현재 전시스템에 걸쳐 50마일의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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