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드슨 밸리,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뉴욕 

주민들은 여행을 피하도록 권고  

  

뉴욕시 뿐만 아니라 설리번, 얼스터,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에 비상사태 선언  

  

여행 및 통근 권장 사항: 노르이스터(Nor-Easter)로 인해 오늘 오후에 지상 지하철 

운행이 크게 지연되거나 중단 가능. 롱아일랜드 및 메트로 노스 철도의 일부도 운행 

중단 가능성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I-84 등을 포함한 주요 도로의 구간에 시간당 강설량이 2~3인치에 

이를 경우 통행 금지 조치 가능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와 허드슨 밸리와 롱 아일랜드 전역의 9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사태 선포에 포함된 카운티는 

설리번, 얼스터,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나소 및 서퍽 

카운티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여행객과 통근자들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폭풍의 심각성에 

따라 지상 지하철 운행은 물론 롱아일랜드 철도 및 메트로 노스의 일부 구간 운행이 오늘 

오후 상당히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설량이 시간당 예상 2~3인치에 

이르면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I-84 등을 포함한 여러 주요 도로가 통행 금지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이 권고됩니다. 이동이 꼭 필요한 뉴욕 

주민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12시 정오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폭풍은 결코 장난이 아니며 현재 주요 걱정은 

오늘 오후 시간당 2인치의 예상 강설량이 도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이 빨리 내리면 제설 장비가 이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머무르시고 도로에서 벗어나십시오. 꼭 

이동해야 한다면 정오 이전에 목적지로 이동하시고, 얼마 동안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를 이미 경험해보았고, 다시 이겨낼 것입니다."  

  



 

 

밤사이 이미 눈을 만들기 시작한 이 폭풍은 오늘 밤까지 북상해 수요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 특히 노스 카운티와 서던 티어 지역, 센트럴 뉴욕 지역에 장기간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롱 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지역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화요일 

오전까지 최대 2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뉴욕 중부, 모호크 밸리 

및 서던 티어 지역을 중심으로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까지 최고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아침 이후 강설량은 시간당 1~3인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풍속이 시속 50마일 이상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동부 

롱아일랜드에서는 시속 60마일, 주 상부에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최대 시속 40마일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떠다니면 가시성이 떨어져 운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신 지역의 기상 주의보 및 경보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해당 지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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