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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겨울 폭풍 대처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서퍽 카운티 및 나소 카운티에 대한 눈보라 주의보와 롱아일랜드 중부 지역 및 동부 지역의 

화이트아웃 비상 사태를 발효시킨 서퍽 카운티 

 

시간당 최대 3인치의 집중적인 적설량을 기록할 주도 지역 및 남부 지역 전체  

  

도로를 정리하고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뉴욕주 기관들 

 

아홉 대의 열차를 취소시킨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LIRR) 및 다섯 

대를 취소시킨 메트로-노스 철도 (Metro-North)  

 

JFK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뉴어크 공항에서 운항 일정의 절반 정도가 취소된 매일 

운항하는 항공편 

  

오늘 밤 자정부터 코네티컷 주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국경선에 이르는 84번 주간 고속도로 

(I-84) 및 뉴욕주 스루웨이 (NYS Thruway) 87번 주간 고속도로 (I-87)의 남쪽 방면 17번 

출구 (Exit 17)에서 시작되는 연접식 트레일러 (Tandem Trailers)의 통행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특히 허드슨 밸리, 뉴욕시, 롱아일랜드 지역이 

강력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뉴욕시에서 겨울 폭풍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비상 상황 (State of Emergency)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후 오늘 저녁 퇴근 시간대에 걸쳐서 서퍽 카운티 및 나소 카운티에 

대한 눈보라 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 폭설이 더 심해짐에 따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 

폭풍의 경로와 심각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풍과 눈보라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폭풍의 영향권 내 지역의 모든 

주민분들은 정보를 접하시면서 도로에서 벗어나 실내에 머무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역사상 최고로 많은 양의 무겁고 습한 눈이 적설량 10인치에서 16인치에 

이를만큼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돌풍이 시속 40마일에서 50마일의 속도로 

롱아일랜드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가 뽑히고 전력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시 거리는 하루 종일 바람에 날리는 눈으로 인해 사분의 일 마일 

또는 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브롱크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뉴욕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 록랜드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오후 6시까지 발효 중인 겨울 폭풍 주의보가 유지됩니다. 

뉴욕시의 주의보 지역 내에서는 10인치에서 14인치 적설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도 지역 및 남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4인치의 집중적인 적설량을 

보였으며 눈은 오후까지 지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드슨 밸리의 총 

적설량은 7인치에서 12인치 사이로 증가했습니다. 

 

폭풍에 대처하는 뉴욕주 기관들 

교통부는 3,823명이 넘는 작업자 및 감독관을 비롯하여 도로를 확실히 치울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뉴욕주 전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배치된 자원: 

 397,000톤 이상의 도로 제설용 소금 

 1,496대의 대형 제설기/덤프 트럭 

 207대의 중형 제설기/덤프 트럭 

 332대의 적재기 및 46대의 트럭/분사식 제설기가 장착된 적재기 

 62대의 견인 재설기, 20대의 땅 고르는 정지기, 제설기가 장착된 13대의 픽업 

트럭 

 폭풍의 영향권 내 지역에 파견된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뉴욕주 직원 

81명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 (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정비 요원, 제설 장비, 

충분한 제설용 소금, 연료 공급을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직원 교대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도로를 안전하게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루웨이 관리청 (Thruway Authority)이 배치한 자원의 분류 내역입니다. 

 600명 이상의 작업자 및 감독관 

 107,000톤 이상의 도로 제설용 소금 

 대형 제설기 197대 

 중형 제설기 110대 

 뉴욕주 전 지역에 배치된 53대의 적재기 

가변 전광판, 고속도로 교통 방송 및 소셜 미디어 등이 운전자들에게 스루웨이 상의 

겨울철 기상상태를 경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스테이트 교량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뉴 뉴욕 브리지 (New New York Bridge, NNYB) 폭풍 대비책: 



 모든 프로젝트 관련 크레인, 바지선, 장비, 자재 확보 

 두대의 예인선 (Tug Boats)이 뉴 뉴욕 브리지 (New NY Bridge) 및 타판지 

(Tappan Zee) 근처의 허드슨 리버 순찰 

 제설 장비가 건설 현장을 정리하고 바지선을 준비 

 프로젝트 현장의 지속적인 바지선 및 장비의 GPS 추적 모니터링 

타판지 브리지 (Tappan Zee Bridge, TZB) 폭풍우 대비책 

 타판지 브리지 (TZB) 직원에 의한 풍속 모니터링 

 교량의 전자식 모니터로 감지되는 풍속에 따라 트랙터 트레일러 용 타판지 

브리지 (TZB) 강풍 제한 규정 (TZB High Wind Restrictions for Tractor Trailers)을 

시행 

 모든 사고/파손된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대기 중인 견인트럭 대원 

 필요시 시행될 차량 이동 계획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비상관리국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또한 폭풍 기간 내내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뉴욕주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자원 

배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비상작전 및 감시 센터 (State Emergency Operations 

and Watch Centers)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도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495번 주간고속도로 (I-495) 상의 52번 출구 환영 센터 (Exit 

52 Welcome Center)에 1대의 차축이 높은 차량 (High Axle Vehicle)을 배치했고,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또 다른 차축이 높은 차량 (High Axle Vehicle)을 배치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각각 담요와 수공구가 적재되어 있으며, 8인용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6개의 좌석이 장착된 3대의 무한궤도 다용도 소형 트럭 (Utility Vehicles), 2개의 

좌석이 장착된 2대의 무한궤도 다용도 소형 트럭 (Utility Vehicles) 등 입니다. 

롱아일랜드 대응 작업을 위해 주립 경찰이 추가로 2대의 담요 및 수공구가 적재된 

차축이 높은 차량 (High Axle Vehicles)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렌트우드 비축장과 

JFK 공항 비축장에는 모래주머니 만드는 기계 (Sandbagger)가 각각 한 대씩 있고, 

195,000자루의 모래주머니, 필요한 경우 배치될 준비가 되어있는 다양한 발전기, 조명 

타워, 펌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뉴욕주 비상관리국 (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주립 경찰 (State Police) 직원들은 나소 카운티 및 서퍽 카운티 비상 

운영 센터 (Emergency Operations Centers, EOC)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비상관리국 (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직원들이 뉴욕시 비상관리국 

(New York City Emergency Management)의 비상 운영 센터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립 경찰은 다음과 같이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러시아워 시간 동안 배치된 25명의 순찰 경관. 

 필요한 경우, 다른 카운티의 비상 운영 센터 (EOC)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추가 직원과 더불어 서퍽 및 나소 비상 운영 센터 (EOC)에는 주립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 (Metro-North) 및 롱아일랜드 철도 (LIRR) 취소 내역: 메트로-노스 철도 

(Metro-North Railroad)는 폭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5대의 열차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LIRR) 승무원은 2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열차 10 대가 탈선한 사고 이후 자메이카 역 (Jamaica Station)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까지, 고장난 열차는 역에서 완전히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점검이 지속되어서 두 개의 궤도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대의 열차가 

취소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LIRR) 또한 겨울 폭풍의 결과로 평균 20분에서 30분 

가량의 폭넓은 시스템 지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차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메트로-노스 철도 (Metro-North) 및 롱아일랜드 철도 (LIRR)는 또한 폭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360대의 분사식 제설기, 35대의 제설기를 장착한 

픽업 트럭, 7대의 제트 열차를 비롯하여 추가 직원및 특수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직원들이 폭풍 대비 및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된 궤도 작업은 취소될 예정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얼음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세 번째 레일에 제빙제를 뿌리기 

위해 부동액 열차가 시스템 전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 여객 순찰 열차는 

바람에 날려서 눈더미가 궤도 위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통행을 우선적으로 배치받아 

운행될 것입니다. 기차역의 경우, 추가 인원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내내 눈이 내리는 

승강장에 제설용 소금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열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개방하여 유지될 것입니다. 

 

교량 및 터널: 지휘본부 (Command Center)는 직원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기상 관측소 및 모니터링 조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상 

전자 센서는 실용적이며 모든 시설은 기상 및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000톤 이상의 도로 제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침 내내 활발히 

도로를 정리하고 있는 트럭 및 제설기를 포함한 폭풍 대비 장비가 100기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및 버스: 뉴욕시 교통부 (New York City Transit)는 “사고통제 지휘본부 (Incident 

Command Center, ICC)” 상황실을 통해 지하철 및 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1대의 제설기 (Snow Fighters)가 작업 중에 있으며 추가로 

19곳의 교외 지역은 장착된 제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 2,900 명의 제설 요원이 

12 시간 교대 근무 중입니다. 제설 장비에는 직무에 임하고 있는 1,000대 이상의 융설 

장비가 포함되며, 약 1,500대의 3차 레일 히터, 약 80대의 “진흙 떨개 (scraper shoes)” 

열차, 10대의 제설기, 4대의 제트 분사식 제설기, 7대의 제빙 열차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버스 타이어에는 체인이 감길 예정이며, 20퍼센트 감소된지역별로 제한된 

SBS (Select Bus Service) 버스 서비스가 목요일 오전 러시아워 시간대에 준비되어 

http://www.mta.info/press-release/lirr/lirr-announces-service-plan-am-rush-hour-thursday-february-9


있습니다. 지하철 A, B, E, D, F, N, Q, 2, 3, 4, 5, 6 노선의 급행 지하철 서비스는 목요일 

밤 일찍 종료될 예정이며 급행열차 궤도에서 차량의 지하 저장을 용이하게 하도록 

나중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 계획되었던 지하철 유지보수 정비, 개보수, 

FASTRACK과 같은 공사 프로젝트는 목요일에 취소될 예정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JFK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뉴어크 공항은 목요일 아침에 모두 개장됩니다. 하지만 해당 

공항들 항공편의 절반 가량이 취소되었습니다. 여행객은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항공사에 전화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취소 내역입니다: 

 JFK (JFK 공항): 501건의 취소. 항공사들이 오후까지 국내 스케줄을 철회.  

 LGA (라구아디아 공항): 655건의 취소. 항공사의 느린 귀환 서비스로 오후 

2시까지 계획된 활동 보고 없음.  

 EWR (뉴와크 공항): 618건의 취소.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근무형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공공 및 민간 운송회사들이 조건에 따라 운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만청 

(Port Authority)은 버스 여행자들이 버스 터미널에 가기 전에 운송회사에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뉴욕 항과 뉴저지 항의 모든 항구 터미널들은 오늘 폐쇄됩니다. 링컨 터널 (Lincoln 

Tunnel)로가는 고속 버스 차선이 폐쇄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 (George Washington 

Bridge)의 보도 또한 폐쇄됩니다. PATH (Port Authority Trans-Hudson) 서비스는 

예정대로 유지되며 항만청 (Port Authority)의 터널 및 교량에서 보고된 주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겨울 기상 장비 및 공급 용품들이 주요 교통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시간당 500톤의 눈을 액화시킬 수 있는 융설제와 시간당 40마일의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기를 포함하여 공항에 준비된 수백대의 제설 장비; 

 교량과 터널에 준비된 수십대의 제설 장비; 

 공항 도로 및 주차장을 위한 수 천톤의 소금 및 모래와 교량 및 터널을 위한 수 

천톤의 소금; 

 - 공항에 눈과 얼음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 붙지 않도록 하는 수 십만 갤런의 액체 

방빙 약품과 이미 지면에 있는 얼음과 눈을 부수는 수 천톤의 고체 제빙 약품; 

 선로에서 눈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장비가 장착된 열차, 액체 융설제 열차 및 

PATH 궤도의 눈을 치우기 위한 “제트 엔진” 제설기 그리고 PATH의 13개 역의 역 

출입문과 도로 및 다양한 지원 시설의 눈을 치우기 위한 분사식 제설기, 제설기, 

제설제 분사장비. 

84번 주간 고속도로 (I-84) 및 뉴욕주 스루웨이 (NYS Thruway) 87번 주간 고속도로 (I-

87) 남쪽 방향의 17번 출구 (Exit 17)에서 연접식 트레일러 (Tandem Trailers) 통행 금지 

연접식 트레일러 (Tandem Trailers)는 폭설을 예상하여 84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4)에서 통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선에서 코네티컷 주 경계선까지 양방향으로 84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4)에서 

연접식 트레일러의 통행이 금지될 것입니다. 84번 주간 고속도로 (I-84)로 이동할 계획인 

연접식 트럭 운전자들은 대체 노선을 모색하거나 일찍 이동할 것이 촉구됩니다. 

 

또한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 (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17번 출구 (Exit 

17)(뉴버그 - 스크랜턴 - 84번 주간고속도로 (I-84) - 17K번 및 300번 뉴욕주 도로 (NY 

Routes 17K & 300)) 남쪽 양방향으로 87번 주간 고속도로 (I-87) 상에서 모든 연접식 

차량 (길고 짧은)의 통행을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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