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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통근자들에게통근자들에게통근자들에게통근자들에게 가능하면가능하면가능하면가능하면 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 집에집에집에집에 머물머물머물머물 것을것을것을것을 당부당부당부당부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눈보라눈보라눈보라눈보라 상황상황상황상황 및및및및 상당한상당한상당한상당한 적설량의적설량의적설량의적설량의 결과로결과로결과로결과로 Hudson Valley,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및및및및 Long Island의의의의 도로와도로와도로와도로와 

대중교통이대중교통이대중교통이대중교통이 폐쇄될폐쇄될폐쇄될폐쇄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엄청난 노리스터 폭설이 뉴욕주에 다가옴에 따라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통근자들에게 

월요일에 집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커다란 겨울 폭풍은 월요일에 시작하여 Long Island, 뉴욕시와 Mid-Hudson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요일 저녁 통근에 앞서 시간당 4인치나 되는 눈과 시계 제로 조건 등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루웨이, I-84 및 Long Island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들과 LIRR, PATH, Metro 

North Railroad, MTA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저녁 통근에 앞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통근자들에게 가능하면 월요일에 집에서 일하거나 월요일 오후 일찍 퇴근할 계획을 

짜기를 축구하고 있습니다. 

 

열차, 공항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역이나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운송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 트럭 및 상용 차량 운전자들은 I-84, I-87 및 LIE를 포함하여 

주요 도로의 폐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것이 촉구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폭설은 내일 일찍부터 Hudson Valley, 뉴욕시와 Long Island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가장 심한 눈은 시간당 1-4인치의 비율로 오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근자들은 도로와 대중교통의 폐쇄로 인한 두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월요일 재택 근무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본인은 주민들이 안전을 우선시하여 이번 폭설 동안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계획을 미리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월요일 오후 1시부로 지역의 대부분에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폭설에 대한 눈보라 

경보를 발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설량과 풍속 예보를 증대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현재 

국립기상청은 1 1/2 ~ 2 1/2 피트의 일반적 강설량과 지역에 따라 3피트가 넘는 양 그리고 최고 65 

MPH에 달할 수 있는 강풍을 예상합니다. 눈은 시간당 최고 4인치의 비율로 떨어질 수 있으며 

시계도 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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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찍 주지사는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주방위군 지원 및 

스노우플라우를 포함하여 지역 전역에 배치되고 있는 주정부 자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정부는 

폭설 동안 중단 없는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및 요양원을 포함한 보건 시설들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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