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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겨울 폭풍 관련 최신 소식을 전하다

주지사, 주 자산을 동원하여 Suffolk 카운티 지역의 큰 피해 지원에 나서다
주지사, 매사추세츠 주와 코네티컷 주의 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자산을 동원하여 Suffolk 카운티의 큰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제설차량, 대형 삽이 달린 로더, 기타 제설 장비를 뉴욕주 전역에서 이들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거리의 눈이 치워지면서 8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전력 복구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전역에서의 수송, 유틸리티, 공공 안전, 대량 수송
시스템에 대한 향후 최신 소식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Cuomo 주지사는 폭풍 피해를 크게 입은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을 위해 Deval Patrick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Dannel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지원을 발표하고 제공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 하에 뉴욕주는 제설차량, 대형 삽이 달린 로더, 유틸리티 작업반원들을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의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지원하고 배치할 것입니다.
교통
롱아일랜드의 경우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300대의 제설차량을 롱아일랜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제설 작업을 위한 추가 제설차량과 대형 삽이 달린 로더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계약업체를 가동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폭풍 피해가 크지 않은 Upstate 지역의
NYSDOT 자원을 롱아일랜드로 재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도로의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기 작업 트럭과 첫 번째 이동 응답자에게 제일 먼저 통행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I-84는 오전 11시부터 모든 교통수단에게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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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Metro-North 철도
꼭 12시간만에 Metro-North 철도가 오전 11시부터 Hudson 노선과 Harlem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여습니다. Hudson 노선 열차의 제한 운행 서비스는 Croton Harmon을 출발하는 오전 11시
열차부터 재개되어 Grand Central Terminal까지 모든 역에 정차하고, Grand Central Terminal을
출발하는 오전 11시 20분 열차는 Croton Harmon까지 모든 역에 정차할 것입니다. Harlem 노선
열차의 제한 운행 서비스는 North White Plains를 출발하는 오전 11시 6분 열차부터 재개되어 Grand
Central Terminal까지 모든 역에 정차하고 Grand Central Terminal을 출발하는 오전 11시 25분 열차는
North White Plains까지 모든 역에 정차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mta.info를
방문하거나 511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십시오. New Haven 노선 열차 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MTA Long Island 철도
밤 사이 롱아일랜드를 강타한 눈보라와 사투를 벌인 MTA 롱아일랜드철도는 가장 혼잡한 네 개
지선에 대해 두 시간 간격의 스케줄로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선로 제설 작업을 철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차는 Babylon, Huntington, Port Washington & Ronkonkoma 지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운행은 중단된 지선의 운행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대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http://www.mta.info/lirr/Timetable/Modified.htm에서 LIRR
홈페이지에 게시된 폭풍 복구 시간표에 따라 수정 스케줄 4를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별 열차
시간표는 폭풍 발생 시 또는 폭풍에서 벗어날 때 지난 해 열차 이용객들이 LIRR 운행 서비스 상태를
알고 싶어함에 따라 채택된 것입니다.
공항 및 항만관리위원회 시설
모든 공항은 폭풍 발생 시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됩니다. John F. Kennedy 국제공항과 LaGuardia
공항의 항공편은 오늘 아침 오전 9시 30분에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
Newark Liberty 국제공항에서 제한된 여객 수송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모든
공항에서는 운행 편수 일정이 감소된 가운데 대부분의 항공편이 운항할 것입니다. 항공편이 취소
또는 연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여행객들은 공항 출발 전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항만관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비행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밤 시간 내내 모든
공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였고 제설 작업반은 야간 및 새벽 시간 내내 활주로와 유도로의 제설
작업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반원들은 활주로와 유도로가 얼지 않도록 얼음막이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발이 묶인 공항 이용객들을 돕기 위해 아기침대, 담요 및 기타
필수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항만관리위원회 시설들은 폭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을 계속하였습니다.
항만관리위원회 버스 터미널에서는 운송회사들이 오늘 아침 오전 8시부터 운송 서비스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PATH 서비스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운행을 지속하고 있고, Washingt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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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als, Bayonne, Outerbridge Crossing 등 네 개 다리 교차로가 통행을 재개하였지만, Staten
Island의 세 개 다리에서는 35-mph 속도 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항만 시설도 운항 상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뉴욕주 방위군은 총 100명의 군인과 항공병 그리고 37대의 차량을 뉴욕시, 롱아일랜드, 센트럴
뉴욕(Oriskany)에 집결시켜 폭풍과 관련된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은
NYSOEM의 임무를 지원하며 롱아일랜드에서 발이 묶인 자동차 운전자들을 돕는 긴급
대응반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Suffolk 카운티 내 10,000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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