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안의 폭풍에 앞서 다운스테이트 뉴욕에 비상 사태 선포  

  

Cuomo 주지사, 겨울 기상 상태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돕기 위해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300 명 배치  

  

주지사, 잠재적인 돌풍과 젖은 폭설로 인해 끊어져서 떨어진 전선과 정전에 대비할 것을 

신속 대응팀(Rapid Response Team)에게 지시  

  

주지사,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가동하고 

수요일 저녁까지 겨울 기상 사태에 대비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촉구  

  

뉴버그 17번 출구(Exit 17)에서 뉴욕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통행 금지  

  

견인 트레일러 통행이 금지된 기타 도로는 84번(I-84), 684번(I-684), 287번(I-287),  

95번(I-95) 주간고속도로의 일부를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요일 저녁까지 젖은 폭설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의 폭풍에 앞서 퍼트넘,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 카운티들과 

뉴욕시 전체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300 명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폭풍 피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기상 사태 이후에, 주지사는 폭풍으로 끊어져서 떨어진 

전선이나 정전 문제 등에 대비할 것을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전력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rapid response 

team)에게 지시했습니다. 전력 회사들은 기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을 배치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뉴욕 주민들에게 전기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철도(LIRR) 

및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가동했습니다. 

젖은 눈과 폭설이 섞여 내리는 가운데 최고 시속 45 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시속 20-30 



 

 

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로어 미드 허드슨 밸리와 뉴욕시에서 10-15 인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메트로 뉴욕시 지역에서는 최대 18 인치, 롱아일랜드에서는 4-10 

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퍽 카운티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시간당 1-2 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젖은 폭설이 

예상되므로 운전 환경이 대단히 위험해질 전망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이 다시 한번 우리의 위대한 주를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폭풍이 몰고 오는 젖은 폭설로 인해 전선이 손상되고 이동 환경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우리는 사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가동했으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 

군인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상되는 혹독한 기상 환경에 미리 대비하실 

것을 뉴욕 주민께 당부드립니다.”  

  

수요일 낮의 만조 기간 동안 웨스턴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을 따라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의 연안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기상 

주의보 및 경보(Weather Watches and Warnings)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주지사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특정 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견인 트레일러 및 짧거나 긴 탠덤 

트레일러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펜실베이니아 경계에서 코네티컷 경계까지 이어지는 84번 주간고속도로(I-

84)  

• 84번 주간고속도로(I-84)에서 허친슨 리버 파크웨이(Hutchinson River 

Parkway)까지 이어지는 684번 주간고속도로(I-684)  

• 84번 주간고속도로(I-84) (17번 출구, exit 17/뉴버그)에서 1번 출구(Exit 1) 

(뉴욕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스루웨이  

• 287번 주간고속도로(I-287) 1-12번 출구(Exit 1-12)  

• 코네티컷 경계까지 이어지는 95번 주간고속도로(I-95) 뉴욕시 경계  

  

기상과 정전 복구 시간에 대한 최신정보 무료 직통전화는 866-697-2434 번 입니다. 또한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동되었습니다.  

  

뉴욕주 기관 준비상황  

  

모든 뉴욕 주민들은 모든 위험에 대해 무료로 보내주는 웹 기반 경보 및 알림 시스템인 

NY-ALERT를 통해 비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nyalert.gov를 

https://alerts.weather.gov/cap/ny.php?x=1#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tractor-trailer-ban-several-roadways-wednesday-morning
http://www.nyalert.gov/#_blank


 

 

방문하십시오.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무료 전화 1-888-697-6972로 

전화하십시오.  

  

뉴욕주의 육해군 사무국(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300 명이 다운스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필요할 경우 사륜구동 차량으로 지방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이 사무국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일 오전 8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폭풍이 지나가는 지역 및 

카운티의 비상 관리 파트너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부의 직원들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뉴욕시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주정부 비축기지에는 700 대 

이상의 발전기, 250 개가 넘는 조명 탑, 약 1,300 개의 펌프, 약 100만 개의 모래 주머니, 

56,300 개가 넘는 전투식량, 43만 개가 넘는 생수캔과 생수병, 4,000 개 이상의 손전등, 

수천 개의 간이 침대, 담요, 베개, 약 1,000 개의 교통 장벽, 임시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7,000 피트가 넘는 아쿠아 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에는 차축이 높은 

하이 액슬 차량, 다목적 궤도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궤도 차량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뉴욕의 전력회사들은 필요에 따라 1,700 명의 선로 작업자, 나무 작업자, 서비스 

작업자들을 기존의 작업자 3,800 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작업 

요원들이 폭풍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과 

마감시까지 전력회사의 추가 작업자 수백 명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고, 총 작업자 수는 

6,1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전선이 끊어져서 떨어져 있는 

도로를 폐쇄한 후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돕기 위해 각 카운티와 함께 자원을 활용할 것을 

전력 회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가장 많은 수의 고객이 있는 지역부터 

전기를 재공급하기 위해 보수 공사의 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는 지방 정부를 돕는 일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전력 회사는 철도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 조정을 거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철도(LIRR) 및 메트로 노스 철도(Metro North)의 연락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필요에 따라 폭풍 피해 복구 작업 중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콜센터 상담전화(Call Center Helpline) 운영 시간을 오늘 오후 



 

 

7시 30분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3월 22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콜센터 

헬프라인의 전화번호는 800-342-3377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요원은 복구 기간 동안 전력회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전력회사들은 기상 악화시 정전 사태 발생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폭풍에 대비하여 뉴욕주 전 지역으로 자원을 

이동했습니다. 약 24 명의 제설기 작업자와 10 대의 추가 대형 제설기가 뉴욕주의 다른 

지부에서 로어 미드 허드슨 밸리로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이 

지역의 전략적인 위치에 대형 견인 트럭들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대형 제설기 242 대, 중형 제설기 113 대, 견인 

제설기 10 대, 로더 54 대, 제설 소금 101,000 톤 이상을 주 전역에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리자 및 작업자 678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변 전광판, 고속도로 교통 방송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겨울철 기상상태를 알립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또한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스루웨이(Thruway)의 최신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TRANSalert 이메일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www.thruway.ny.gov/tas/index.shtml. 차량 운전자들은 트위터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www.thruway.ny.gov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고속도로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설기가 살포하는 소금이 주행 레인 안에 머물고 도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속 최고 35마일로 주행하므로 많은 경우에 그것이 간판의 

속도제한보다 더 느림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 

차량의 바로 뒤로, 도로의 눈이 치워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부분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1,555 대의 대형 제설기/덤프트럭, 

193 대의 중형 제설기/덤프트럭, 322 대의 로더, 제설기가 장착된 40 대의 트럭/로더, 51 

대의 제설 쟁기가 장착된 견인차량, 14 대의 제설 쟁기가 장착된 픽업 트럭, 18 대의 

그레이더 등을 사용하여 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326,000여톤의 도로용 제설 소금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풍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부는 또한 쇠갈퀴 부착물 45 개, 불도저 4 대, 굴삭기 31 대, 

https://itunes.apple.com/us/app/nys-thruway-authority/id1219981541?ls=1&mt=8#_blank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gov.ny.thruway.nysta#_blank
http://www.thruway.ny.gov/tas/index.shtml#_blank
https://twitter.com/ThruwayTraffic#_blank
http://www.thruway.ny.gov/#_blank


 

 

교통 신호 트럭 54 대, 나무 작업자들이 타는 버킷 트럭 13 대, 톱밥 제조기 77 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폭풍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으로 자원을 

이동했습니다. 약 25 명의 작업자, 5 명의 수퍼바이저, 4 명의 나무 작업자가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 미드 허드슨 밸리로 배치되었으며, 60 명의 작업자, 10 명의 수퍼바이저, 3 

명의 비상 관리자, 20 대의 대형 제설 트럭, 8 명의 정비공이 롱아일랜드에 

배치되었습니다. 교통부(DOT)의 롱아일랜드 지역 지부는 또한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여 하청업자의 대형 덤프 트럭 30 대를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 

교통상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iTunes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무료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Drive 모드 기능을 탑재한 앱은 

선택한 노선 운전 중에 사고와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립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뉴욕주 경찰은 눈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필요 시 영향권 내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륜구동(4X4) 차량 모두 배치 가능하며, 모든 군부대 비상 전력과 통신 

장비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항만청 (Port Authority)은 모든 산하 시설에 걸쳐 인력과 장비에 대한 폭 넓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항만청은 폭풍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저지 시의 주요 

기관 전체에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가동했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들이 지난 밤 John F. Kennedy 

국제 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JFK), 뉴어크 국제 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또한 뉴욕주 및 뉴저지주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및 연방 관리 및 기관과 접촉하여 겨울 폭풍에 대한 대응을 조정합니다.  

  

3월 21일 수요일 오후 12시 현재,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된 운항 편수의 약 53 퍼센트에 해당하는 644 건의 항공편이 JFK 공항에서 

오늘 결항되었습니다.  

http://www.511ny.org/#_blank


 

 

• 예정된 운항 편수의 약 75 퍼센트에 해당하는 863 건의 항공편이 라구아디아 

공항(LGA)에서 오늘 결항되었습니다. 오늘 라구아디아 공항(LGA)에서 예정된 

항공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폭풍에 앞서 항만청(Port Authority)은 에어트레인 뉴어크(AirTrain Newark) 또는 

에어트레인 JFK(AirTrain JFK)의 운행 서비스가 일시 정지될 경우 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폭풍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여행객들은 오늘 공항에 가기 전에 항공편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항공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항만청 (Port 

Authority)은 또한 공항에서 발이 묶이게 될지도 모르는 표를 구입한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항공사 및 터미널 운영 업체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공항에는 발이 묶인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간이 침대, 담요, 기저귀, 유아용 유동식 등과 같은 중요한 비상 

용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터널, 교량, 버스 시설에서, 항만청(Port Authority)은 그레이하운드(Greyhound), 

쇼트라인(Shortline), 피터팬(Peter Pan), 비버(Bieber) 등의 주요 장거리 수송업체들이 

오늘 항만청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에서 운행 서비스를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는 추가로 장거리 운행과 통근 운행 서비스가 하루의 

진행 양상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버스 터미널로 출발하기 

전에수송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악천후로 인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와 아우터브리지 

크로싱(Outerbridge Crossing)에서 속도 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항만청 트랜스-허드슨(Port Authority Trans-Hudson, PATH) 시스템은 오늘 정기적인 

운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기상 조건이 악화될 경우 운행 서비스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주요 교통 시설에 다음 제설 장비 및 용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 공항에서 시간당 500 톤의 눈을 액화시킬 수 있는 용해기와 시간당 40 마일의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 쟁기를 포함하여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장비 524 대,  

• 교량과 터널에 비치된 94 대의 제설 장비,  

• 공항 도로와 주차장을 위한 수 천톤의 소금과 모래 및 교량과 터널을 위한 수 

천톤의 소금과 모래,  

• 공항에 눈과 얼음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 붙지 않도록 하는 수 십만 갤런의 액체 

방빙 약품과 이미 지면에 있는 얼음과 눈을 부수는 수 천톤의 고체 제빙 약품,  

• 선로에서 눈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장비가 장착된 열차, 액체 융설제 열차 및 

PATH 궤도의 눈을 치우기 위한 “제트 엔진” 제설기 그리고 PATH의 13개 역의 역 



 

 

출입문과 도로 및 다양한 지원 시설의 눈을 치우기 위한 분사식 제설기, 제설기, 

제설제 분사장비.  

• 필요할 때 발전기와 펌프가 모두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State Power Authority)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과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의 폭풍 

대비책에는 기상 모니터링, 잠재적인 배치를 위한 직원 대비, 비상용 장비 준비, 필요에 

따라 주정부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 직원 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전 사무국(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경찰과 공원 직원들에게 날씨 업데이트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범위한 착빙 현상을 포함하여 

악천후로 인한 방문객 안전 문제 때문에, 뉴욕시 소재 FDR 포 프리덤스 파크(FDR Four 

Freedoms Park)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모든 주립 공원을 즉시 폐쇄하고 있습니다. 

공원 방문자는 반드시 www.parks.ny.gov을 확인하거나 지방 공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공원 운영시간, 개장과 마감 시간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시 교통국(MTA New York City Transit)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은 눈이 내리기 전인 화요일에 폭풍 대비 활동을 

시작히여 눈이 상당히 쌓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예측해서 장비와 인력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장비에는 제빙기 열차, 조차장과 철도 선로의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기 및 

제트 스노우블로어, 철도 선로에 쓰러진 나무 제거 지원용 잔해 수거 열차, 제 3 레일 

히터, 트랙 스위치 및 스톱 히터, 디젤 및 여객 열차에 비치된 성에 제거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두대가 연결된 버스 대부분은 일반 버스와 교체되어 운행되었으며, 지역 

버스는 눈길 미끄럼 방지용 체인을 타이어에 감고 운행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NYC 

Transit)은 또한 도시 전 지역의 제설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제설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원이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를 알리는 일을 포함하여 

지하철, 버스, 장애인을 위한 액세스-에이-라이드(Access-A-Ride) 보조 대중 교통 수단 

운영을 위해 특별 지휘 본부(special command center)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로 

보수반차가 눈과 얼음을 제거하여 철도 선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활지에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폭풍 기간 동안에는 건설 공사와 정비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호 유지 관리자는 항공기 네트워크에서 응결되는 물기를 제거하고 신호 

정지 장치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일을 돕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동결 방지 처리 절차를 

http://www.parks.ny.gov/


 

 

수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승강장, 계단, 역의 기타 장소 바닥 등에 모래와 제설용 소금을 

뿌리고 필요한 경우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보조 대중 교통 승객은 폭풍이 지속된 기간이나 그 직후에, 서비스의 

선택적인 일시 중지를 포함하여 날씨와 관련된 지연 사태나 운행 변경 상황 등을 

예상해야 합니다. 보조 교통 기관 승객은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동만을 하는 것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개활지의 

조차장에 보관되던 열차를 보관하는 데 지하의 급행 열차 선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통근 시간 직후에 일찍 일부 급행 지하철 운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심각해지면 지하철 운행 서비스는 지하의 지하철 전용 선로를 운행하는 것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철도(Staten Island Railway)의 운행은 저녁 통근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도로 상황이 주행에 심하게 부적합할 

경우,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스태튼 아일랜드 버스 승객은 일찍 목적지를 향해 일찍 

떠나는 것을 고려하거나 오후의 바쁜 통근 시간대나 그 전에 이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운행 서비스 변경 사항은 고객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신 운행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mta.info를 방문하거나 @NYCTSubway, @NYCTBus, 

@NYCTAAR 트위터(Twitter)의 NYC Transit을 팔로우 하시거나 

www.myMTAalerts.com에서 이메일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업데이트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메트로-노스 철도(MTA Metro-North Railroad)  

스위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요일에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는 

평일 승객 수송량의 75 퍼센트로 주중 운행 일정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기차 운행을 통합하거나 운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 낮 동안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는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운행 서비스를 더욱 줄일 계획입니다. 메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는 기상 조건이 악화될 경우 운행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철도는 고객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할 것을 권장하며, 폭풍 후까지 이동을 연기할 

수 없는 고객의 경우 가능한 한 일찍 오후에 떠나고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승객은 매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운행 서비스 지역 

전체에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사태를 예상해야 합니다.  

  

열차 운행에 관한 최신 정보는 http://as0.mta.info/mnr/schedules/sched_form.cfm에서 

메트로-노스 크레인 타임앱(Metro-North Train Time App) 또는 메트로-노스 철도(Metro-

North)의 대화식 운행 일정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mta.info&data=02%7C01%7CSTarek%40mtahq.org%7C09da9867d33d41506ea608d58f323acc%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7C0%7C0%7C636572368444948230&sdata=Ofb48gaPkZXTLU8stCRF%2FRtLKpT8AQSfIa3DSVaPW5A%3D&reserved=0#_blank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myMTAalerts.com&data=02%7C01%7CSTarek%40mtahq.org%7C09da9867d33d41506ea608d58f323acc%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7C0%7C0%7C636572368444948230&sdata=DZcsqTWINRsQfDZBGBEwhEsLDwV8gc2TW4Rm1Bfa8GM%3D&reserved=0#_blank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as0.mta.info%2Fmnr%2Fschedules%2Fsched_form.cfm&data=02%7C01%7Cjweinstein%40mtahq.org%7Cf74dd47e0d5f4058f79d08d58e9f8299%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7C0%7C0%7C636571738170808615&sdata=NECE9d%2FgPxWZYYfKUHhNSK5656ogOQEvDIbIys5Qp4I%3D&reserved=0#_blank


 

 

철도 회사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열차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차장에서 미리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모든 열차에 제 3의 선로용 스노우 슈즈와 커플러 스노우 백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도어 트랙에는 도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얼지않도록 제빙제가 

뿌려지게 됩니다.  

  

기차역 승강장과 조차장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고, 쓰러진 나무를 치우며, 공중에 달린 

전선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스위치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롱아일랜드 철도(MTA Long Island Rail Road)  

모든 기차역 대기실이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개방될 것입니다. 고객 전담 직원이 추가로 

모든 역에서 승객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설량이 10 인치가 넘을 경우, 철도는 제설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운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도 회사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연기하고 지연 사태를 예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열차를 

이용하도록 승객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눈과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철도의 세 번째 

선로에 제빙제를 바르는 4 대의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이 철도에는 철도의 전기 및 가스 스위치 히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스위치 히터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추가로 탑승할 예정입니다. 

이 스위치 히터는 눈과 얼음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철도는 또한 화요일 밤과 새벽 6시에 기차역 승강장에 미리 제설용 소금을 뿌려 

놓았습니다. 수요일에는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제설 작업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일 장착형 스노우 블로어는 열차가 운행하는 지역 전체에서 전략적으로 

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 미리 배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교량터널부(MTA Bridges and Tunnels)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교량터널부(MTA Bridges and Tunnels)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서 직원들은 모든 기상 관련 사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폭풍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직원의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교량 위의 기상 전자 센서는 실용적이며 모든 시설은 

기상 및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빙기, 제설 쟁기를 

장착한 스노우 트럭, 시설 발전기, 연료, 휴대용 풍속계 등과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성공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장비와 소모품을 폭풍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8,000 톤 이상의 도로 제빙기와 폭풍 속에서의 



 

 

작업을 위한 컨베이어, 페이 로더, 프론트 로더, 제설 쟁기가 장착된 픽업 트럭 등 폭풍 

대처 장비 101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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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날리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설 차량 추월을 시도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라붙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차량의 바로 뒤로, 도로의 

눈이 치워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겨울 주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령:  

• 겨울 폭풍이 휘몰아 칠 때는 필요하지 않은 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담요, 삽, 플래시라이트 및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따뜻한 옷,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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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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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에 여행 계획을 꼭 알리십시오.  

  

안전 운전  

폭설 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석에 앉기 전에 해당 차량의 

얼음과 눈을 확실히 치워야 합니다. 좋은 시력이 좋은 운전의 열쇠입니다. 차간의 거리를 

더 확보하면서 차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에 날려 쌓인 눈더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안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항상 속도를 도로 및 일기 

조건에 맞추십시오.  

  

정전에 대비  

Cuomo 주지사는 끊어진 모든 전선은 전기가 흐를 수 있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정전(blacked out)”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교차로 



 

 

일단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끊어진 전력선 또는 잔해 등으로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는 경우 

도로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교통 신호를 지키고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친구, 가족, 이웃, 특히 노인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으로 

인해 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겨울철에 자칫 위험한 수준의 

낮은 기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음의 추가 안전 요령을 제공합니다.  

• 가정이나 직장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손전등과 더불어 여분의 

배터리도 준비하십시오. 식수, 의약품, 보존 식품 등을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은 문제없이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전화 또는 전원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 대한 대체 충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전화 및 모든 배터리 구동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채워 각각 

내부에 1인치의 공간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경우, 식품을 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정이나 직장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손전등과 더불어 여분의 

배터리도 준비하십시오. 식수, 의약품, 보존 식품 등을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은 문제없이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전화 또는 전원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 대한 대체 충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전화 및 모든 배터리 구동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채워 각각 

내부에 1인치의 공간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경우, 식품을 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전될 경우  

•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_blank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_blank


 

 

•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냉동고는 약 

48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온열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해한 일산화탄소의 수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사례: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정전된 이후  

• 화씨 40도(섭씨 4도)의 온도에 2시간 이상 방치되었거나, 특이한 냄새, 색, 

질감이 느껴지는 모든 식품을 버리십시오. “의심되는 경우는 버리십시오.”  

• 냉동실에 있는 식품이 화씨 40도보다 추운 곳에 보관되어 표면에 얼음 결정체가 

생겼다면 이를 다시 냉동시킬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이 못 쓰게 되었는지 우려가 될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새 배터리, 통조림 식품, 기타 소모품 등으로 비상용품 키트를 다시 꾸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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