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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2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겨울겨울겨울겨울 폭설폭설폭설폭설 상황에상황에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최신최신최신최신 소식소식소식소식 발표발표발표발표 

필수필수필수필수 이동을이동을이동을이동을 위해서만위해서만위해서만위해서만 오후오후오후오후 3시에시에시에시에 제한적으로제한적으로제한적으로제한적으로 고속고속고속고속 도로도로도로도로 재개재개재개재개 

 

도로도로도로도로 상황에상황에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상세상세상세상세 정보는정보는정보는정보는 511로로로로 전화전화전화전화 요망요망요망요망 

주주주주 비상작업센터는비상작업센터는비상작업센터는비상작업센터는 여전히여전히여전히여전히 상황을상황을상황을상황을 주시주시주시주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현재의 겨울 폭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부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폭설이 며칠 지속되어 이미 7피트 이상의 

호수 효과 눈이 지면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다른 도로들은 오후 3시에 차량들을 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필요한 물품들이 전달될 수 있게 하며 눈 기계들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수 

이동을 위한 제한적인 개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이전보다 지역의 눈 제거 장비를 더 많이 

도입하여 복구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폭설 측면에서는 최악을 지났고 우리는 이제 눈 제거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차량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수 용도로만 

운전 금지를 해제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금지를 해제할 

때,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방은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한, 가정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사는 또한 매우 많은 눈의 양으로 인해 앞으로 며칠 간 다가올 따뜻한 날씨의 결과로 특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예측할 수 없지만 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영향을 입은 카운티에서 주민들이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화요일 밤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위군, 뉴욕 주 경찰과 모든 주 기관에 지시하여 영향을 입은 

주민과 도로를 돕도록 했습니다. Cattaraugus, Chautauqua, Erie, Franklin, Genesee, Herkimer, 

Jefferson, Lewis, Oswego, Wyoming 카운티의 주 사무실은 폐쇄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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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필수필수필수 이동을이동을이동을이동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도로도로도로도로 재개재개재개재개 

아래의 도로들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 약물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 

식료품 점에 식품 제공과 제설 장비들의 작동 같은 필수 이동 목적을 위해서만 재개될 것입니다: 

•  I-90 (뉴욕주 고속도로) 46번 출구 (Rochester근처) – 50 (Williamsville)  

•  I-90 (뉴욕주 고속도로) 50A번 출구 (Cleveland Drive) – 61 (state line): 이 구역의 

고속도로는 운전자들이 진입할 수 있지만 지방 출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재개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진입할 수 있지만 지방 출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재개될 것입니다.  

•  I-190 (Niagara 고속도로): 일부 지방 출구는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I-290: 일부 지방 출구는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Route 219: 일부 지방 출구는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Route 400: 일부 지방 출구는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제설기제설기제설기제설기 및및및및 제설제설제설제설 장비장비장비장비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는 제설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제설기 538대, 로더 114대, 덤프트럭 60대 및 눈 송풍기30대를 

포함한 중장비 742대와 인원 1,598명 이상을 소집하였습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이번 폭설에서 총 

422대의 제설기, 1,044명의 오퍼레이터 및 감독자, 36대의 로더와 17대의 대형 스노블로워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교통부는 도로 소금을 충분히 비축하였으며 도로에서 눈을 치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청부업체들도 동원하였습니다. 민간 청부업체들은 청소를 지원하기 위해 로더 

50대, 대형 덤프트럭 40대와 12대의 견인 차량과 인원 220명을 투입하였습니다. Connecticut 

교통부에서 3대의 대형 스노블로워와 지원 차량과 22명의 오퍼레이터와 감독자들이 지난 밤에 

도착하였고 배치되는 중입니다. 뉴욕 주 교통부는 홍수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40대의 대형 

펌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은 이 폭설에 116대의 제설 트럭, 24대의 프론트엔드 로더, 5대의 삼각 덤프트럭, 

4대의 대형 스노블로워와 25,000톤의 제설용 소금을 가지고 총 284명의 제설기 오퍼레이터 및 

감독자들이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ennsylvania Turnpike 위원회로부터 12명의 

오퍼레이터, 6대의 대형 스노블로워 및 2명의 정비사가 그들의 제설 작업으로 고속도로청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는 또한 개인 계약자를 통해 15대의 삼축 덤프 트럭, 14명의 오퍼레이터, 

4대의 프론트 엔드 로더, 4대의 유클리드 록 트럭과 1대의 불도저를 도움 받았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폭설 대응 노력에 4x4 차량 66대, ATV 6대, 스노우모빌 4대 및 사륜구동 헤비듀티 장갑차 

3대를 배정하였습니다. 

 

 

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 배치배치배치배치 

500명 이상의 육군 및 공군 장병들이 오늘 투입되어 제설 임무, 교통 통제 임무, 법 집행 기관 지원 

및 비상 의료 요원 이동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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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장애자 집단 주택의 경로를 치우는 중이며 

임무는 지속되는 중입니다. 뉴욕 육군 방위군 군사 경찰 군인은 지역 법 집행을 지원하여 Boston과 

Clarence 지역에 건강 및 웰빙 방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0명의 군인들은 

West Seneca의 Eden Heights 요양원의 지붕에서 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보될 장비는 주 공군의 활주로 청소용 대형 스노블로워 2대, 봅캐트 17대, D-8 불도저 2대, 

프론트엔드 로더 13대, 덤프트럭 34대 및 험비 50여대입니다.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장비가 배치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장비가 배치될 것입니다. 

 

임무에 배정된 병사들은 Buffalo의 제153 사병중대 및 제152 공병중대, Horseheads의 제827 

공병중대, Kingston의 제1152 공병중대, Rochester의 제642 항공지원대대, Buffalo, Jamestown, 

Niagara Falls에 분대가 있는 101기병연대 제2대대, Buffalo의 제 105 헌병중대 및 제42 보병사단 

소속입니다. 

 

임무를 지원하고 있는 주방위군의 공군 병사들은 Niagara Falls 공군예비군 기지의 제107 

항공수송비행단, Syracuse 소재 Hancock Field 주방위 공군 기지의 제174 공격 비행단, Scotia 소재 

Stratton 주방위 공군 기지의 제109 항공수송비행단 소속입니다. 

뉴욕 육군 방위군 트랙터 트레일러는 오늘날 물품을 뉴욕 전역에서 Buffalo 지역으로 운반하는 

장거리 수송 지원을 뉴욕 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부서와 기타 주 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여행여행여행여행 금지금지금지금지  

Erie 카운티의 경우 다음 주행 금지가 발효중입니다: Elma 타운, Alden 타운, Alden 빌리지, Lancaster 

타운, Lancaster 빌리지, Marilla 타운, Orchard Park 타운, West Seneca 타운, Lackawanna시, 

Buffalo시(South Buffalo만 해당). 

 

Genesee 카운티의 경우 다음 주행 금지가 발효중입니다: Alexander, Le Roy(Le Roy 빌리지 제외), 

Bethany, Pavilion, Darien 및 Pembroke 타운들(Corfu 빌리지 포함), 버려진 차량과 통행 불가능한 

도로의 수가 많기 때문. Alexander, Bethany, Darien, Penbroke(Corfu 빌리지 포함) 및 Pavilion 타운들 

내부의 통행은 비상 서비스를 예외로 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폐쇄폐쇄폐쇄폐쇄  

도로들이 재개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중장비들이 여전히 눈을 제거하기 위해 작동 

중일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운전 및 안전 수칙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도로 상태로 인해 다음 도로 폐쇄가 추후 통지 시까지 발효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에서의 

주행은 엄격히 금지되며 도로 청소 작업자들을 위해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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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 5 Route 179에서Lackawanna City Line까지 폐쇄 

•  Ramp Route 5에서 고속도로(I-90) 남부까지; 

•  Route 179, Mile Strip 도로, NYS 고속도로(I-90)에서Route 20까지 

 

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 지연지연지연지연 및및및및 취소취소취소취소  

Niagara Frontier 교통청(NFTA)은 계속되는 눈과 통행 불가능한 도로로 인해 남부 타운들 버스 

운행을 여전히 중단하였습니다. Buffalo시와 북부 타운들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메트로 노선은 지금 운행되지 않습니다: 14,15,16, 27, 36,42, 69,70,72,74,75, 76. 기타 모든 

노선은 운행되지만 지연 운행될 수 있습니다. 

 

Amtrak 오늘 Albany 서쪽에서 수정된 Empire 서비스 일정을 실행하여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Empire 서비스 일정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Chicago 호수 연안의 제한도 

오늘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Amtrak은 뉴욕시와 토론토 사이에서 Maple Leaf의 루트 63 및 

64로의 운행을 복원했습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금요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역에서 이번 주 초반 9,000명 이상에서 약 1,053명의 뉴요커들이 

정전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콜센터 헬프라인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까지 계속해 필요에 따라 폭설 준비 및 대응 

노력에서 소비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헬프라인 번호는 1-800-342-3377입니다. 

 

PSC 직원은 폭풍 발생 시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유틸리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전기 유틸리티는 기상 악화시 정전 사태 발생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주주주주 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 가동가동가동가동  

Cuomo 주지사는 11월 17일 오후 8:00 부로 Albany의 뉴욕주 비상작업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센터는 11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동될 것입니다.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 요원(비상관리실과 

화재예방통제실의 요원들 포함), 교통부, 환경보존부, 뉴욕주 고속도로청, 주 경찰, 공공서비스 

위원회 및 육해군업무과의 요원들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주 교육부, 주 뉴욕 

대학교, 일반 서비스 사무실은 또한 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실은 국립기상청, 영향을 입은 카운티 및 지자체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폭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실은 발전기 및 폭설 용품 같은 자원을 포함한 비축품을 

요청하는 카운티에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카운티 

비상작업센터에 비상관리실의 디렉터와 스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통제실은 요원들을 

소집하거나 배치하여 현재 뉴욕주 비상작업센터, Erie 카운티 비상작업센터 및 Buffalo시에서 

작업시켰으며 UTV-스노우모빌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켰습니다.  

 

화재예방통제실과 Erie 카운티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및 주 기관들로 구성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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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건물의 접근 불가능한 영역과 큰 눈더미를 수색하기 위해 ATV, 

스노우모빌, K-9 팀, 수색 카메라와 청취 기기를 포함하여 특수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통제실은 추가적인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시수색구조대 

등의 팀들을 배치하였으며, 사고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Erie, Monroe, Cayuga 카운티의 

지역 붕괴 구조팀들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붕괴 사고에서 초기 수색 작업을 지원할 채비를 

갖춘 특별작업지부 요원들이 Erie 카운티에 배치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팀들이 동원되어 

뉴욕주 서부 지역과 북부 Adirondacks에 신속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수색 및 구조 인력 

및 검사 직원들로 구성된 화재 예방 및 제어 구조 태스크 포스의 사무실에서 현재 구조를 평가 

중입니다. 

 

통행이통행이통행이통행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경우경우 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 

모든 도로의 운전자들은 제설기가 살포하는 소금이 주행 레인 안에 머물고 도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속 최고 35마일로 주행하므로 많은 경우에 그것이 속도제한표시보다 

더 느림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종종 제설기가 옆으로 나란히 작업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레인을 한 번에 치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들은 제설기 운전자들이 제한적인 시야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설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기동하고 신속하게 중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설기 뒤에서부터 부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설차량을 추월하려 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차량의 바로 뒤로, 도로의 눈이 치워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겨울 주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령: 

•  제설차를 너무 가까이 따르거나 추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설차 앞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눈에 덮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도로 조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겨울철 통행을 위한 추가 시간을 계획하고 얼음 및 눈 제거 작업시 인내하십시오; 

•  교량 표면은 도로 표면보다 더 빨리 얼기 때문에 미끄럽다고 간주하십시오; 

•  포장면 온도가 0도 이하일 때 검은 얼음에 주의하십시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끄러운 조건을 만듭니다; 

•  가능한 경우 휴대폰을 가까이 두되 운전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산만 

 운전은 불법이며 폭풍시에는 더욱 위험하게 됩니다; 

•  눈에 갇힌 경우 차량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  차에 모래, 삽, 신호탄, 부스터 케이블, 로프, 아이스 스크레이퍼,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담요 및 여분의 따뜻한 옷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십시오; 

•  책임있는 사람에게 목적지, 의도하는 경로 및 예상 도착 시간을 알리십시오; 

•  차량 고장, 사고의 경우 또는 눈에 갇혀도 놀라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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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차량에 다음 비상 품목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 플래시와 여분의 배터리  

• 충전된 휴대폰 및 자동차 충전기  

•  기초적 응급 키트  

•  담요 또는 슬리핑백  

•  비옷, 장화, 벙어리장갑 및 양말을 포함한 여분의 옷  

•  윈드쉴드 스크레이퍼 및 브러시  

•  소화기  

•  삽  

•  마찰력을 위한 모래, 도로 소금 및/또는 고양이모래  

•  타이어 체인 또는 마찰력 매트  

•  펜치, 렌치 및 스크루드라이버를 포함한 기초 공구 키트  

•  견인 로프  

•  배터리 점퍼 케이블  

•  조명탄/반사기  

•  밝은 색깔의 옷(깃발로 사용)  

•  도로 지도 

 

삽으로 눈 치우기, 잔해 제거 또는 자동차 밀기 같은 과도한 운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 옥외에서 일할 때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입고, 느긋하게 하십시오.  

• 과도한 힘쓰기를 피하기 위해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턱 통증이 느껴지거나 팔 아래로 퍼지면 즉각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전될 경우: 

• 먼저 전기 회사에 전화해 수리 일정을 확인한다. 

• 서비스가 다시 복원될 때 전기 회선의 용량 초과를 피하기 위해 전등과 가전 제품을 

전원에서 뽑아 둔다. 전력이 복원될 경우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등 하나를 켜둔다. 

• 겨울 폭풍시 히터가 나가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방을 닫아 온기를 유지한다. 

• 대체 난방 안전 팁 

 

기타 가정 안전 팁: 

• 진입로 및 인도의 눈과 얼음을 치울 때는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를 다치거나, 

부지불식간에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본인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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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에서 떨어져 있으십시오. 눈과 얼음은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파이프와 

도시가스 레귤레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삽질하거나 스노블로워 또는 제설기를 

사용할 때는 이 장비를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 지붕의 눈이나 얼음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이 전기 또는 도시가스 계량기나 관련 장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치명적일 수 있는 일산화탄소의 축적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 장비 굴뚝과 통풍구에는 눈과 

얼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 냄새가 날 경우에 대비하십시오. 썩은 계란 냄새 같은 독특한 유황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즉각 일어나서 밖으나 나가 휴대폰이나 이웃의 전회기로 해당 

유틸리티 회사에 전화하십시오.  

 

뉴욕 주 교통부에서는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실시간 이동 보고를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자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는 어떤 주 

도로가 눈으로 덮여있는지, 얼음으로 덮여있는지, 젖은 상태인지 건조한 상태인지 폐쇄된 

상태인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제공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제설차 운전자의 보고에 따라 주간 및 기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실시간 눈 얼음 상태를 

보도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http://www.thruway.ny.gov/tas/index.shtml 에서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TRANSAlert 

이메일 수신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면 고속도로 여행자들은 

www.Thruway.ny.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Google 교통 상황을 포함하여 New York 주 고속도로와 

기타 도로의 대화식 지도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http://www.thruway.ny.gov/travelers/map/index.html?layer=traffic.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 부는 주민들이 겨울 날씨를 위해 주택과 가족들을 준비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 폭풍이나 정전이 발생 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장품의 재고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웃들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인 안전 조언은 국토 안보 및 응급 서비스 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publicsafety/winter.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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