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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ESTERN NEW YORK의의의의 겨울겨울겨울겨울 폭풍폭풍폭풍폭풍 상황상황상황상황 시찰에시찰에시찰에시찰에 나서다나서다나서다나서다 

Thruway를를를를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많은많은많은많은 도로가도로가도로가도로가 폐쇄되어폐쇄되어폐쇄되어폐쇄되어 운전운전운전운전 통행이통행이통행이통행이 금지되다금지되다금지되다금지되다  

 

도로도로도로도로 상황에상황에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정보는정보는정보는정보는 511로로로로 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 확인확인확인확인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비상작전센타비상작전센타비상작전센타비상작전센타, 아직아직아직아직 상황을상황을상황을상황을 예의주시하고예의주시하고예의주시하고예의주시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재의 폭풍 상황을 살피기 위해 Western New York을 

시찰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3 – 4 피트의 호수 효과 눈이 쌓여 있으며 앞으로 최고 2피트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Thruway와 다른 주 도로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구조하고 폭풍 피해를 입은 다른 뉴욕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량 이용자들은 모두 대피시켰고, 현재 처리 중인 상용차량이 

98대입니다. 뉴욕주 팀은 이러한 상용차량 탑승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911로 전화를 걸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주지사는 피해 지역 카운티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또 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지사는 주방위군, 뉴욕주경찰, 그리고 뉴욕주 소속 모든 담당기관에게 피해지역 주민들과 

도로를 돌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강설량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폭풍은 예외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최초 대처자가 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는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햇볕이 비치고 있지만 이렇게 햇볕이 

비친 틈을 타서 다시 눈이 내리기 전에 도로를 치워야 합니다. 지금은 좋은 이웃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외출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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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제설제설제설제설 장비장비장비장비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 교통부는 제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 있는 제설차량 199대와 작업자 및 

감독자 446명을 Western New York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코네티컷주에서 세 대의 대형 

제설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내일 Western New York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설차량은 

눈에 갇힌 운전자들을 지원하는 견인트럭을 위해 현재 길을 치우는 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이번 폭풍으로 총 347대의 제설기, 880명의 작업자 및 감독관, 36대의 로더 및 17대의 

대형 분사식 제설기를 가동할 것입니다. 교통부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비축하였으며 도로에서의 

제설 작업을 도와줄 현지 업체들도 동원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30대의 로더와 60명의 

작업자들 두고 있으며, 오늘이 끝날 때까지 장비를 100대 이상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고속도로 당국은 이 폭풍에 대비하여 총 237명의 제설기 작업자 및 감독관들이 있으며 

116대의 제설기와 21개의 프론트 엔드 로더와 4대의 대형 분사식 제설기와 35,000톤의 염화칼슘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당국은 9대의 중장비 제설기 트럭과 2대의 프론트 엔드 로더와 

2대의 대형 분사식 제설기와 9명의 제설 작업자들을 추가적으로 Western New York에 

이동시켰습니다. 뉴욕주경찰청은 66대의 4x4 차량, 6대의 ATV, 4대의 스노모빌, 3대의 4륜 구동 

대형 장갑 차량을 폭풍대응 활동에 투입하였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 폭풍 대책에 동원될 교통부, 고속도로관리청 및 민간 업체들의 장비는 제설차량 

463대, 프론트 엔드 로더 81대, 대형 분사식 제설기 25대, 작업자 및 감독관1177명입니다.  

 

 

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방위군은 약 200명의 군인들과 항공병을 오늘의 복구작업과 준비 활동을 위해 배치할 

것입니다. 제152 및 제827 공병중대가 9대의 프론트 엔드 로더, 6대의 Bobcats, 16대의 덤프트럭을 

배치해 제설 작업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방위군이 35대의 2인용 험비차량을 Central New 

York에서 폭풍 발생 지역에 배치해 차량 통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 Air Reserve Station에 소속된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의 20명의 항공병과 5대의 

험비차량으로 구성된 주방위군 초기대응병력이 교통 통제 업무 지원을 위해 배치됩니다. 

Rochester에 있는 제642 항공지원대대는 West Seneca의 Eden Heights of West Seneca Assisted 

Living에서 제설 활동을 돕기 위해 20명의 군인과 5대의 험비차량을 배치할 것입니다. 

 

Syracuse에 있는 제174 공격비행단과 제27 보병여단전투대에서 10대의 험비차량과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두 개의 추가 주방위군 대응전력도 Western New York에 배치되어 대응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주공군이 Syracuse에서 Western New York까지 활주로 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두 

대의 대형 분사식 제설기를 배치하였습니다. 

 

 



 

Korean 

통행통행통행통행 금지금지금지금지  

통행 금지는 Lancaster, West Seneca, South Buffalo, Cheektowaga 및 Hamburg에서 발효 중입니다. 

통행 금지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운전이 금지됩니다.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통행을 제한하는 

통행 주의보는 Erie 및 Genesee 카운티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폐쇄폐쇄폐쇄폐쇄  

현재의 도로 상태로 인해 다음 도로 폐쇄가 추후 통지 시까지 발효될 것입니다. 이들 도로에서의 

운전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인부들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 NYS 고속도로 (I-90), Rochester의 출구 46 - Ripley의 출구 61; 

• I-290, 출구 6 (Sheridan Drive) - 고속도로 (I-90); 

• I-190 Niagara 고속도로, 출구 1(South Ogden Street, 고속도로 간선 출구 53 인근) - 출구 

16(I-290, South Grand Island 브리지 인근); 

• I-90 (West Seneca) - Route 242 (Ellicottville) 사이의 Route 219 N/S 

• Tifft Street - I-190 및 Lackawanna의 Ridge Road 사이의 Route 5 E/W 

• I-90 - Olean Road 사이의 Route 400 N/S 

• Rte 3과 Village of Gouverneur 사이의 NY 812  

• Losson Rd에서 US Rte 20까지의 NY Route 277 Union Road 

•  Town of Orchard Park의 NY Route 277 Southwestern Boulevard - Town of Cheektowaga의 

Losson Road 

• Village of Depew의 Como Park Blvd에서 Rehm Road까지의 Route 78 Transit Road 

• Rte. 277에서 Sandridge Road까지의 Route 130 Broadway 

• Village of Depew의 Route 130 Broadway Dick Road에서 Village of Lancaster의 Brunswick 

Road까지의 거리 

• Village of Lancaster의 Central Ave.에 있는 Walden Ave에서 Village of Depew의 Dick 

Road까지의 거리 

 

 

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 지연지연지연지연 및및및및 취소취소취소취소  

Niagara Frontier 교통청(NFTA)은 계속되는 눈과 통행 불가능한 도로로 인해 Southtowns 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Buffalo시와 북부 타운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메트로 노선은 

지금 운행되지 않습니다: 14,15,16, 27, 36,42, 46 , 68, 69,70,72,74,75, 76. 기타 모든 노선은 

운행되지만 늦게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Albany 서쪽을 운행하는 모든 Amtrak 열차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수요일 오후 12시30분을 기준으로 약 715명의 뉴욕주민들이 전기 없이 지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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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명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가 콜센터 헬프라인 

시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이 연장시간은 주민들의 폭풍 준비와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면11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프라인 번호는 1-800-342-

3377입니다. 

 

PSC 직원은 폭풍 발생 시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유틸리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전기 유틸리티는 기상 악화 시 정전 사태 발생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뉴욕주 전기가스공사와 전력청은 이러한 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6대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비상작업센터 가동가동가동가동  

Cuomo 주지사는 11월 17일 오후 8:00 부로 Albany의 뉴욕주 비상작업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센터는 금요일 저녁까지 가동될 것입니다.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 요원(비상관리실과 

화재예방통제실의 요원들 포함), 교통부, 환경보존부, 뉴욕주 고속도로청, 주 경찰, 공공서비스 

위원회 및 육해군업무과의 요원들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현재 비상관리실에서 이 폭풍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실은 국립기상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실은 발전기와 푹풍 물품과 같은 자원을 포함해 이를 요청하는 

카운티에 제공할 비축물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카운티 비상작업센터에 

비상관리실의 디렉터와 스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및통제실은 뉴욕주 비상작업센터, 

Erie 카운티 비상작업센터, UTV-스노모빌 작업반에서 직원들을 배치 또는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여행이여행이여행이여행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경우경우 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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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부터 부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설차량을 추월하려 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차량의 바로 뒤로, 도로의 눈이 치워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겨울 주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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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차를 너무 가까이 따르거나 추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설차 앞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눈에 덮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도로 조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겨울철 통행을 위한 추가 시간을 계획하고 얼음 및 눈 제거 작업시 인내하십시오; 

•   교량 표면은 도로 표면보다 더 빨리 얼기 때문에 미끄럽다고 간주하십시오; 

•   포장면 온도가 0도 이하일 때 검은 얼음에 주의하십시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끄러운 조건을 만듭니다; 

•   가능한 경우 휴대폰을 가까이 두되 운전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산만 

운전은 불법이며 폭풍시에는 더욱 위험하게 됩니다; 

•   눈에 갇힌 경우 차량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   차에 모래, 삽, 신호탄, 부스터 케이블, 로프, 아이스 스크레이퍼,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담요 및 여분의 따뜻한 옷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십시오; 

•   책임있는 사람에게 목적지, 의도하는 경로 및 예상 도착 시간을 알리십시오; 

•   차량 고장, 사고의 경우 또는 눈에 갇혀도 놀라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십시오. 

 

운전자는 차량에 다음 비상 품목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 플래시와 여분의 배터리  

• 충전된 휴대폰 및 자동차 충전기  

•  기초적 응급 키트  

•  담요 또는 슬리핑백  

•  비옷, 장화, 벙어리장갑 및 양말을 포함한 여분의 옷  

•  윈드쉴드 스크레이퍼 및 브러시  

•  소화기  

•  삽  

•  마찰력을 위한 모래, 도로 소금 및/또는 고양이모래  

•  타이어 체인 또는 마찰력 매트  

•  펜치, 렌치 및 스크루드라이버를 포함한 기초 공구 키트  

•  견인 로프  

•  배터리 점퍼 케이블  

•  조명탄/반사기  

•  밝은 색깔의 옷(깃발로 사용)  

•  도로 지도 

 

삽으로 눈 치우기, 쓰레기 제거 또는 자동차 밀기 같은 과도한 운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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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에서 일할 때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입고, 느긋하게 하십시오.  

• 과도한 힘쓰기를 피하기 위해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 가슴 통증, 가뿐 호흡, 턱관절 통증 또는 팔밑 발열이 느껴질 경우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전될 경우: 

• 먼저 전기 회사에 전화해 수리 일정을 확인한다. 

• 서비스가 다시 복원될 때 전기 회선의 용량 초과를 피하기 위해 전등과 가전 제품을 

전원에서 뽑아 둔다. 전력이 복원될 경우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등 하나를 켜둔다. 

• 겨울 폭풍시 히터가 나가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방을 닫아 온기를 유지한다. 

• 대체 난방 안전 팁 

 

기타 가정안전팁: 

• 차도와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때에는 전기 및 천연가스 미터기로부터 멀리하여 

이들을 파손시키고 부주의로 공급 중단을 일으키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눈과 얼음은 전기 및 천연가스 미터기, 천연가스 파이프 및 천연가스 조절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설 작업이 분사식 제설기 사용이나 제설 작업으로 절대 

이 장비를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을 치울 때 전기 또는 천연가스 미터기 또는 관련 장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천연가스 공급 굴뚝과 배관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눈과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천연가스 냄새가 날 경우에 대비하십시오. 눈에 띄는 황과 같은 냄새(썩은 달걀 냄새)가 

날 경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휴대폰이나 이웃의 전화기를 사용해 즉시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뉴욕 주 교통부에서는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실시간 이동 보고를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자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는 어떤 주 

도로가 눈으로 덮여있는지, 얼음으로 덮여있는지, 젖은 상태인지 건조한 상태인지 폐쇄된 

상태인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제공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제설차 운전자의 보고에 따라 주간 및 기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실시간 눈 얼음 상태를 

보도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http://www.thruway.ny.gov/tas/index.shtml 에서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TRANSAlert 

이메일 수신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면 고속도로 여행자들은 

www.Thruway.ny.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Google 교통 상황을 포함하여 New York 주 고속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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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로의 대화식 지도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http://www.thruway.ny.gov/travelers/map/index.html?layer=traffic.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 부는 주민들이 겨울 날씨를 위해 주택과 가족들을 준비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 폭풍이나 정전이 발생 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장품의 재고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웃들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인 안전 조언은 국토 안보 및 응급 서비스 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publicsafety/winter.c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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