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퍼트넘, 더치스, 오렌지, 설리번 카운티에 비상 사태 발령  

  

주지사,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25명 

배치  

  

비상 사태 명령 하에 카운티에 여행자 경고 발령  

  

주 및 지역 인력이 미리 배치된 자산으로 도로 및 철도 청소, 추가 자산이 이용 가능할 예정  

  

비상 사태 행정명령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퍼트넘, 더치스, 오렌지, 설리번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화요일 내내 발생했던 맹렬한 뇌우 피해로부터 복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구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지역사회 복구 작업을 도울 뉴욕주 

방위군(National Guard) 125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의 주 및 지역 인력이 이미 

미리 배치된 장비로 함께 잔해가 있는 교통로를 청소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을 통해 

피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인력이 복구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오늘 오후 여행자 경고도 실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다시 한 번 대자연의 분노를 견뎌냈으며 

이제는 주와 우리 지역 협력 기관이 미드 허드슨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서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때입니다. 도로로 운전하고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리 인력이 가능한 한 빨리 도로를 청소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에 접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스미스 캠프에서 차출한 주 방위군(National Guard) 125명이 5월 

16일 수요일 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잔해 제거에서부터 교통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구 활동을 진행하는 뉴욕주, 카운티 및 지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O_1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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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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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mergency Services)과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비상 관리팀 및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비축기지에 준비된 피해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 750 대, 조명 타워 259 대, 다양한 크기의 펌프 

1,246 대, 모래 주머니 170만 장 이상, 모래 주머니 기계 13 대, 간편식 56,350 개 이상, 

병에 든 생수 및 캔에 든 생수 43만 개 이상, 야전 침대 9,000 개 이상, 담요 12,340 장, 

베개 13,613 개.  

  

또한 뉴욕주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은 얼스터,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설리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인력 17명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지원할 것이며 지역 피해 평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드 허드슨 지역을 통과하는 몇몇 도로에는 넘어진 나무, 전선, 기타 잔해가 있어 

폐쇄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장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굴착기 75대, 불도저 4대, 그레이더 20대, 하수구 고압 세척기를 갖춘 

진공청소 트럭 17대, 수도 펌프 12대, 대형 덤프 트럭 1,441대, 대형 로더 318대, 나무 

크루 버킷 트럭 15대, 치퍼 79대, 교통 신호 트럭 57대, 수도 공급 탱커 13대를 

갖추었습니다.  

  

현재 폭풍이 지나갔으므로 인력은 지역 전체에 추가 자원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자산이 준비되었고 필요할 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대형 덤프 트럭 

386대, 대형 로더 102대, 굴착기 27대, 치퍼 23대, 교통 신호 트럭 11대, 그레이더 8대, 

수도 공급 탱커 트럭 7대, 진공청소 트럭 5대, 버킷 트럭 4대, 불도저 1대, 수도 펌프 1대.  

  

또한 교통부는 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뉴욕주 도로에 도로 운전자에게 혹독한 기상 

상황을 경고하는 가변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또한 출발 전에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 교통상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전”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차로 

일단 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차량 

운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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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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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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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웨이 (New York State Thruway)  

현재 로어 허드슨 벨리 지역에서 스루웨이 시스템을 통해 I-87, I-287, I-95를 포함한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수 인력은 스루웨이 지역에서 잔해 또는 기타 

폭풍 관련 피해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주의해서 운전하고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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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운전자께 여기에서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여 고속도로 최신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트위터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www.thruway.ny.gov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고속도로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메트로-노스(Metro-North)는 뉴 헤이븐 라인(New Haven Line), 허드슨 라인(Hudson 

Line)에서 크로턴-하몬(Croton-Harmon) 북쪽까지, 할렘 라인(Harlem Line)에서 노스 

화이트 플레인(North White Plains)스까지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북부 할렘 

라인(Harlem Line), 크로턴-하몬(Croton-Harmon) 북쪽 허드슨 라인(Hudson Line)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력은 서비스를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고 제3 레일 피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노스(Metro-North)는 고객들이 철도의 디지털 채널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로 알리고, 메트로-노스 트레인 타임 앱(Metro-North 

Train Time app)에 게시하며 MTA.info의 ‘서비스 상황’ 철도 탭, 트위터의 

@MetroNorth에서 소식을 공유합니다. 메트로-노스(Metro-North)는 또한 역과 기차 

내부에서 고객들에게 디지털 신호 및 음성 안내로 소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메트로-노스(Metro-North)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서비스 알림을 받지 않는 고객들은 

MyMTAAlerts.com을 방문하여 가입하길 권장합니다.  

  

 

암트랙(Amtrak) 서비스  

http://www.thruway.ny.gov/travelers/mobile-app.html
http://www.thruway.ny.gov/tas/index.shtml#_blank
http://www.thruway.ny.gov/#_blank


 

 

현재 엠파이어 코리더(Empire Corridor)에서는 많은 기차가 역에 묶여 있습니다. 포함 

사항:  

• 라인클리프에 엠파이어(Empire) 244  

• 포키프시에 엠파이어(Empire) 48  

• 뉴 햄버그에 엠파이어(Empire) 242  

• 콜드 스프링에 엠파이어(Empire) 235  

• 코틀랜드에 엠파이어(Empire) 49  

•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 엠파이어(Empire) 241과 결합된 

엠파이어(Empire)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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