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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워런 카운티 418번 도로의 재개통에 대해 발표  

  

지난 홍수 이후 이번 주, 도로에서 40 톤 상당의 얼음 제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런 카운티 서먼 타운의 418번 도로가 아이스 잼(Ice 

Jam)으로 인한 허드슨 리버 (Hudson River) 홍수 사태 이후 1 개의 차선을 교대로 

사용하는 교대 단일 차선으로 재개통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뉴욕주 및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월요일부터 도로와 갓길에 있는 대략 40톤 상당의 얼음을 제거했습니다. 이 도로는 1월 

13일부터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및 현지 공무원들은 서비스의 복원과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한 도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며, 이 도로를 

재개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워런 카운티 418번 도로의 재개통을 

돕기위해 계속해서 지원하며 극심한 기상 상태 동안 한 주 내내 애써주신 모든 분 그리고 

긴급상황 대처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홍수에 영향을 받은 418번 도로 구역은 서먼 스테이션 브리지(Thurman Station 

Bridge)를 가로질러 서먼 타운의 리버 로드(River Road)에서 워런스버그 타운의 히코리 

힐 로드(Hickory Hill Road)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로의 교통량은 하루 평균 대략 자동차 

1,000대입니다.  

  

교통부(DOT)의 도로 작업단은 내일부터 홍수로 인해 도로와 강둑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예정입니다. 신호등이 통제하는 교대 단일 차선은 도로가 정상적인 교통 상황이 

이루어지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교통부(DOT)는 지속해서 

도로 및 인근 강 주변을 비롯하여 변화하는 기상 상태에 대한 빙원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기상 상태가 악화될 시, 운전자들은 도로가 다시 폐쇄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통보 받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구역 인근에서 조심히 운전해야 하며 제한 속도과 교통 

표지판 및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6인의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OT) 도로 작업단은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굴착 통, 대형 덤프트럭, 적하기 및 굴착기를 사용했습니다. 워런스버그 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통부의 관저를 비롯하여 이 부서의 자재 및 지질 공학 사무실의 

엔지니어와 직원들 또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통 

작업단은 이 도로를 재개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저는 이 극심한 기상 상태 

동안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뉴욕주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워런 카운티 

비상서비스국(Warren County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및 법 집행 기관 또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항공 드론 관찰에 대해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DOT)를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을 방문하십시오: 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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