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겨울 폭풍에 대처하는 주정부의 조치에 관한 

업데이트 정보 발표  

  

주지사,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촉구하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도로를 정비하도록 허용  

  

모니터링 모드가 강화된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뉴욕주 전 지역에 전략적으로 사전 배치된 직원 및 장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지사가 방문한 올버니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차고 사진,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재 뉴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겨울 폭풍에 

대처하는 주정부의 조치에 관한 업데이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전 

지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준비 지역에 응급 구급 대원, 자원, 장비 등을 배치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올버니의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는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풍으로 

인해 계속 폭설이 내려 눈이 쌓이는 위험한 주행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주지사는 도로를 정비하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배치 

작업을 준비 중인 래섬에 위치한 올버니 뉴욕주 교통부(NYSDOT) 차고를 방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제설차 운영자와 작업자, 긴급상황 

대처자, 응급 구급 요원들은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 24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폭풍이 계속되고 우리의 대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일기 예보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시기를 뉴욕 

주민께 당부드립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63458101237
https://www.youtube.com/watch?v=MdLPn_W8Zj4&feature=youtu.be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rUVBOqyeFp


 

 

대부분의 주는 겨울 기상 경보(Winter Weather Warning) 발령 중입니다. 몇몇 주에서는 

겨울 기상 주의보(Winter Weather Advisories) 또한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된 

눈은 하루 종일 계속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는 진눈깨비와 얼어 붙은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총 강설량이 뉴욕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4 - 10 인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모호크 밸리, 노스 

컨트리,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웨스턴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2 

인치의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때때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시간당 일 인치 이상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야가 가리면서 위험한 주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녁의 분주한 퇴근 

시간대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상 경보(Weather Warnings)의 전체 목록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제설차와 제설 장비 배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1,569 대의 대형 제설차/덤프 트럭, 190 

대의 중형 제설차/덤프 트럭, 326 대의 적재기, 37 대의 트럭/분사식 제설기가 장착된 

적재기, 52 대의 견인 제설차, 17 대의 그레이더, 폭풍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14 대의 

제설기가 달린 픽업 트럭. 교통부는 또한 383,995 여 톤의 제설 소금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대형 제설기 248 대, 중형 제설기 113 

대, 견인 제설기 11 대, 적재기 53 대, 제설 소금 111,000 여 톤을 뉴욕주 전 지역에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리자 및 작업자 672 명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가변 전광판(Variable Message Signs), 고속도로 교통 방송(Highway Advisory Radio),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스루웨이(Thruway)와 뉴욕주 도로에 관한 

겨울철 기상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 자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등과 

같은 주정부 공무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뉴욕주 전 지역의 기상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배치 준비가 완료된 자산과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축이 높은 하이 액슬 차량 2 대  

• 경전술 군용 차량 3 대  

• 다용도 궤도 차량 6 대  

• 발전기 723대  

• 조명탑 264대  

• 생수 409,536 병/캔  

https://alerts.weather.gov/cap/ny.php?x=1


 

 

• 46,710명분의 식사  

• 펌프 1,265대  

• 손전등 4,348 개  

• 간이침대 9,650개  

• 담요 12,420장  

• 베개 13,613개  

뉴욕 주-경보 (NY-Alert) 다운로드  

뉴욕 주-경보는 무료로 가입해서 받아볼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의 모든 위험 사항에 

대처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악천후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같은 경보는 이메일로 전달될 

수 있고, 또는 문자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다음의 

뉴욕 주-경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nyalert.gov. 뉴욕 주-경보 시스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FAQ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www.nyalert.gov/faq.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계획  

• 극심한 겨울 폭풍과 같은 비상 상황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하십시오.  

• 공식적인 대피소의 위치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대피 계획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휴대용 비상 구호 물품  

•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 비상 정보 수신이 가능한 배터리 작동 휴대용 라디오 또는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기상 라디오(Weather Radio).  

• 7~10일분의 식량. 말린 과일 또는 캔디 같은 고칼로리 식품. 조리나 

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용 용기에 든 비상 

생수도 비축하십시오. 권장량은 1인 1일 1갤런씩 7~10일분입니다.  

• 1주일분의 필수 의약품 및 아기용품.  

• 구급상자 및 보급품.  

• 여분의 담요 및 침낭.  

• 소화기 및 연기 탐지기 –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도로 주행에 나서기 전에 숙지해야 할 안전 정보  

겨울 폭풍이 휘몰아 칠 때는 필요하지 않은 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담요, 삽, 플래시라이트 및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따뜻한 옷, 타이어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nyalert.gov%23_blank&data=02%7C01%7CDanielle.Manupella%40digital.ny.gov%7Cb6cb8c3ec9e647abaa9708d4fedc169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1%7C0%7C636413668658857510&sdata=FUBznEN56NSvt2maqTcYeGKVctLMZil6WK%2BXkFJoChE%3D&reserved=0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nyalert.gov%2Ffaq%23_blank&data=02%7C01%7CDanielle.Manupella%40digital.ny.gov%7Cb6cb8c3ec9e647abaa9708d4fedc169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1%7C0%7C636413668658857510&sdata=%2BdJchR1ybJEmw82utt3T2CXTehVe5YRstUVV9LL4kuY%3D&reserved=0


 

 

체인,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퀵에너지 식품 및 조난 깃발로 사용할 밝은 색 천 같은 생존 

용품을 비축하십시오.  

• 가솔린 동결을 예방하기 위해 가솔린 탱크를 가득히 채워두십시오.  

• 누군가에 여행 계획을 꼭 알리십시오.  

• 운전석에 앉기 전에 차량의 얼음과 눈을 치워야 합니다. 좋은 시력이 좋은 

운전의 열쇠입니다.  

• 휴대전화나 송수신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두고 길을 

떠날 때 지참하십시오.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에 귀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폭설 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 항상 정지 준비를 하고 차량 거리를 더 길게 유지하십시오. 더욱 경계하십시오.  

• 바람에 날려 쌓인 눈더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안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도로와 기상 조건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차 안에서 고립된 경우  

눈 폭풍 또는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야 할 

팁:  

• 차 안에 머물면서 구조대가 당신을 찾도록 기다리십시오.  

•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엔진을 짧은 시간 동안 가동하십시오. 바람 부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두고 배기 파이프가 눈에 방해 받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밤에 엔진을 가동하고 있을 때는 돔 라이트를 켜서 구조대에게 신호하십시오.  

• 자동차에 밝은 색 천 조각이나 옷을 걸어두십시오.  

• 혈액 순환을 유지하여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수시로 하십시오.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토 보안 비상 서비스국의 웹사이트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winter/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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