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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29일 

CUOMO 주지사, 교량들을 오후 7시에 폐쇄하도록 항만청 및 MTA에 지시 
 

홍수 통제, 유틸리티, 보건 시설, 대피 및 공원 폐쇄를 위해 지속되는 주정부의 대비  

뉴요커들은 이제 정보를 위해 허리케인 Sandy 헬프라인에 전화해도 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뉴저지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교통청(MTA)에 뉴욕시 
교량들을 오늘 오후 7시에 폐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돌풍이 시속 최대 80-85마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시 지역 교량들은 급속하게 불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차량 및 요원들은 
가능한 정도까지 교통 제한이 면제됩니다. 폐쇄 대상 교량:  

 
• Throgs Neck Bridge 
• Bronx-Whitestone Bridge 
• Verrazano-Narrows Bridge 
• Henry Hudson Bridge 
• 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Bridge 
• Cross Bay Veterans Memorial Bridge 
• George Washington Bridge 

 
Staten Island 횡단로들 – Bayonne Bridge, Goethals Bridge 및 Outerbridge 크로싱 – 및 Robert F. 
Kennedy/Triborough Bridge는 안전이 뒷받침되는 한 오랫동안 개방될 것입니다. 단, 임박해서 
폐쇄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Tappan Zee Bridge 북쪽의 Hudson River 교량들은 이번에 폐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의 교량들은 조건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 개방될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 에 대응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뉴욕주 기관들의 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대중이 도움 또는 대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허리케인 
Sandy 헬프라인이 개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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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상태가 운전자들에게 더욱 위험해짐에 따라 본인은 뉴욕시 지역의 교량들을 폐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 정부는 계속 철저하게 허리케인 Sandy 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뉴요커들이 뉴스를 청취 및 시청함으로써 폭풍을 계속 주시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현지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교통 
 
허리케인 Sandy 의 임박한 효과 때문에 즉각 발효되도록 하여 뉴욕주 교통부(DOT)는 모든 비상 
대형 차량이 주간 고속도로 84번으로 또는 그 남쪽으로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Nassau 및 Suffolk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대형 차량은 허가를 받아 운행합니다.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제한 지역의 경로가 포함된 허가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  

DOT는 운전자들에게 오늘 뉴욕주 대부분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 Sandy 동안에 극히 
조심해서 운전하고 가능하면 통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DOT는 오늘 아침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도로와 교량의 폐쇄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로와 교량은 홍수 및 도로에 넘어진 
나무와 전선 때문에 상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최신 폐쇄 소식은 511NY를 참조하십시오.  

운전자들은 도로 폐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폐쇄는 극히 위험한 운전 조건이 
존재하여 운전자가 그것을 무시하면 신체적 해를 입을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정전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꺼진 경우, 운전자들은 교차로를 교대로 진입하는 4방향 정지 
교차로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고여 있는 물을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은 
2인치만 되어도 차량을 휩쓸 수 있습니다.  

DOT는 장비를 준비하고; 도로에 넘어진 나무와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나무를 자를 인부를 
조직하며;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홍수 감시, 교량 모니터링을 수행할 요원을 식별하고; 주의 각 
지역 내에서 대응할 정비 요원 및 피해 검사 팀을 포함한 요원들을 동원함으로써 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폭풍 대응 배치를 위해 3,900여명의 인원과 1,350대의 덤프트럭, 11대의 
버킷트럭, 73개의 굴착기, 311대의 로더 및 106대의 치퍼를 파악하였습니다. 요원과 장비는 
뉴욕주에서 폭풍이 강타한 지역을 돕기 위해 필요한 대로 이동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통행하기 전에 511NY에서 현재 도로 상태를 확인할 것이 강력 촉구됩니다. 무료 
서비스는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11NY는 도로와 교량 폐쇄 및 수송, 통근 철도 및 공항 
지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1NY 웹사이트는 교통 및 수송 상태를 지도 또는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도로가 폐쇄되고 재개통함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를 
발행하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홍수 통제 및 유틸리티 
 
뉴욕전력청(NYPA)은 허리케인 Sandy 를 예상한 극한 날씨에 대비하여 전주 발전 및 송전 설비에 
필요한 조치와 사전 주의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설비들에 추가 요원 배치가 포함됩니다. 
NYPA는 전청 비상 관리 계획에 따라 주 전역의 지역 설비 및 White Plains 행정 사무소에 
비상작전센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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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NYPA는 폭풍으로 인해 Schoharie Creek으로의 물 유입이 
가속화되는 경우 Blenheim-Gilboa 양수 발전소에 있는 더 낮은 저수지의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력 발전소는 설비 하류의 홍수 조건 가능성 우려 때문에 폭풍 동안에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NYPA는 또한 NYPA가 작은 수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Hinckley 수원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뉴욕주 
Canal Corporation 및 DEC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수원지 저장 능력이 
늘어나서 다음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오더라도 West Canada Creek으로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NYPA는 강풍 조건으로 인해 잔해물이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 전역의 설비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를 고정하였습니다. NYPA의 다음 3개 설비의 송전선 요원들—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발전소, Blenheim-Gilboa 발전소, Frederick R. Clark 에너지센터—은 NYPA 송전 시스템의 
폭풍 관련 피해의 경우에 작업하거나 전선 및 장비 손상의 경우 뉴욕주 다른 유틸리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송전선 트럭은 신속 파견을 위해서 연료를 공급받고 필요한 
장비를 실은 상태입니다. NYPA 설비들의 제설차들은 연료를 충분히 공급받고 필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수상 구조 
 
다음을 포함한 뉴욕주의 여러 기관들은 폭풍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상 구조 요원 및 
보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YS 화재예방통제청  

• 뉴욕 태스크포스(NY TF-2): 2개의 수상 구조팀(약 30명) – Franklin 및 Orange 카운티에 각각 
1개 팀  

 
뉴욕주 경찰본부  

• Zodiac 2대 
• 비행정 1대 
• 다양한 크기 및 능력의 보트 11대 

 
공원레크레이션본부  

• 1개의 신속 수상구조팀(4-5명) 

 
환경보존부  

• 해양집행대- 5대의 대형(21' 이상)- 1 NYC(트레일러 위에 있음), 2 Nassau(트레일러 위에 
있음), 2 Suffolk(1 도크에, 1 트레일러 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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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 Nassau/Suffolk 8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2- NYC- 2 대형- 1 도크에, 1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3- Hudson Valley- 6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4- 주도 지구- 1대의 대형 선박 및 2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5- Adirondacks- 1대의 대형 선박이 도크에(Lake Champlain) 및 6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6- Watertown- 1대의 대형 선박이 도크에(Lake Ontario) 및 3대의 소형 선박이 있음. 
• 지역 7- Syracuse- 7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8- Avon- 3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 지역 9- Buffalo- 6대의 소형 선박이 트레일러 위에 있음. 

 
 
대피 및 주 공원 폐쇄 
 
뉴욕주 환경보존부(DEC)는 대피 센터로 사용하고 장비 집결을 위해 Belleayre Mountain을 
준비하였습니다. Belleayre는 허리케인 Irene 동안에도 대피 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뉴욕주 공원레크레이션역사보존청(OPRHP)은 다음 주립공원들을 폐쇄하였습니다: 
• Long Island: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모든 주립공원이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 뉴욕시: 뉴욕시의 모든 주립공원이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 Hudson Valley (Taconic 및Palisades 지역): Walkway Over the Hudson이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 Saratoga-주도 지역: Saratoga 주립공원의 Avenue of Pines가 강풍 경보로 인해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Gideon Putnam 호텔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이 도로에서 루트 50번으로부터 Gideon 
Putnam로 사이의 구간은 열려있을 것입니다.  
• 뉴욕주 중부: Hyde Hall 주 역사 명소를 포함하여 Gilbert Lake, Oquaga Creek, Chenango Valley, Delta 
Lake 및 Glimmerglass가 강풍 경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때문에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 Finger Lakes: Soaring Eagles 골프장, Indian Hills 골프장, Watkins Glen 협곡로, Stony Brook 협곡로가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 Genesee 지역: Hamlin Beach 주립공원이 추가 고지시까지 폐쇄됩니다. 
 
 
공중 보건  
 
뉴욕주 보건부(DOH)는 의료 시설, 최초 대응자 및 EMS 제공자들에게 환자 안전 노력 및 폭풍 대비 
계획과 관련한 전화, 이메일, 경보 등을 포함하여 80,000여 건의 통보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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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는 뉴욕시의 구역 A에 있는 모든 의료 시설과 접촉하였습니다. 충원, 용품 및 환자 안전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Far Rockaways 및 Coney Island의 의료 시설에 DOH 
요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DOH 요원들의 확인 사항:  

• 비상 발전기가 기능하는가. 
• 쉽게 썩지 않는 식품, 물, 의약품 및 연료를 포함한 용품들이 최소 72시간 동안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수량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더 높은 층으로 또는 간호 니즈로 인해 
필요한 경우 타 시설로 이동되었는가. 

 
주지사의 지시로 DOH는 NYC, Westchester, Suffolk 및 Nassau 카운티의 모든 요양원 및 성인 의료 
시설에 기준의 150% 이상 충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훈령 이후에 충원 요건이 전반적으로 
충족되었습니다.  
 
DOH는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및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전원에 의존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DOH는 또한 HERDS(보건 비상 대응 데이터 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시설의 현재 센서스 
데이터, 용품, 충원 및 기타 긴급 데이터 포인트에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SANDY 헬프라인 가동 
 
폭풍의 상륙을 예상하여 뉴욕주의 허리케인 Sandy 헬프라인이 이제 뉴욕주 주민들을 위해 
개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1–888-769-7243 또는 1-518-485-1159로 전화하여 허리케인 및 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 폐쇄뿐만 아니라 카운티 비상관리실 및 미국 적십자사 대피소 위탁을 위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언어 통역 서비스도 요청하면 제공됩니다. 과거 연락센터 비상 통화 경험으로는 아이티 
지진 구조,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 및 Lake Champlain 브리지 폐쇄 등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은 2-1-1로 전화하면 United Way 2-1-1 교환원들이 대피소, 현지 지원 센터 위치, 
정신건강 자료 및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환원들은 지원, 기부 제의 및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 및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뉴욕주 여러 지역의 2-1-1 근무 
시간입니다:  
• 뉴욕시, Finger Lakes(Tompkins, & Bath 파트너 현장 포함): 하루 24시간 
• 뉴욕주 서부(Hudson Valley, Adirondacks, 주도 지역 및 Long Island): 9am – 7pm  
• Susquehanna River 지역: 8:30pm – 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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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뉴욕주 중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2-1-1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폭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입수하려면 트위터에서 주지사를 팔로우하고 우리의 폭풍 워치 리스트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상세 정보를 위해 www.governor.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주지사와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www.dhses.ny.gov/aware-prepare/를 방문하여 DHSES로부터 대비 방법에 대한 안전 팁을 
얻으십시오. 
 
뉴욕주의 모든 위험 경보 및 통보 시스템인 NY ALERT로부터 휴대폰 및 컴퓨터를 통한 업데이트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NY ALERT는 무료의 웹 기반 포털로서 주정부 기관, 카운티 및 지역 정부, 비상 
서비스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비상 경보와 사적 통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 정보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NY-ALERT 웹사이트인 www.nyalert.gov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가 귀하의 ID입니다. 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88-697-6972에 
전화하여 NY-ALERT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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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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