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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호수 효과 폭설에 대한 업데이트 발표

호수 효과 폭설 경고는 오후 7시까지 Hamilton, Herkimer, Lewis, Jefferson, Oneida 및
Oswego 카운티에 계속될 예정
폭설은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반면 소낙눈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휴일 주말 동안 Erie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 높이
12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고 뉴욕주 중부 지역에 걸쳐 계속 이동할 것이라는 폭설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폭설은 뉴욕 북부 및 중부 지역에 걸쳐
발생할 것이기에 경고 지역에 눈이 12인치까지 쌓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낙눈은
수도권 지역 서부로 이동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돌풍 속도는 8-15mph일 수 있지만
속도가 40mph인 강한 돌풍은 Lake Ontario 및 Lake Erie 인근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지사 “눈과 강풍은 월요일까지 전국 일부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지역의 모든 뉴욕시민들이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은 여전히 연중 가장 바쁜 여행 기간 중 하나이므로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 확보 문제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호수 효과 폭설은 오늘까지 계속될 것이며 뉴욕주 서부 및 중부 지역에 걸쳐 강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벼운 소낙눈은 가끔 주말까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 효과는 월요일쯤 소강되었다가 화요일까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눈보라가 오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양의 눈이 쌓일
것입니다. 이 계절 중 가장 추운 기온은 월요일부터 당일 야간까지 지속되고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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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까지 Adirondacks 지역에 걸쳐 찬바람 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염화칼슘 116,000여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325대의 대형 쟁기/덤프 트럭과 36대의 중형 쟁기/덤프 트럭, 84대의
로더, 16대의 트럭/로더 장착 제설기, 18대의 견인식 쟁기, 8대의 픽업 트럭 및 추가 쟁기
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900여 명의 작업자들과 감독관들을 각지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변 메시지 간판이 중요 날씨 경보를 표시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이동 전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여 511NY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도로 조건과 교통 정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iTunes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모바일
앱을 무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내놓았는데, 이
모드는 운전 중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과 공사에 대한 정보를 경고하는 경보를
소리로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당국은 바람 때문에 눈이 날릴 경우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당국은 Syracuse 및 Buffalo 지역에 111대의 대형 제설용 쟁기, 68대의
중형 제설용 쟁기와 30대의 프런트엔드 로더를 배치할 준비를 갖춘 281명의 작업자들을
확보했습니다. 고속도로 당국은 뉴욕주 중부 및 서부 지역 시스템을 따라 약 71,000톤의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고속도로를 따라 최신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TRANSalerts 이메일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자들은 또한 트위터에서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thruway.ny.gov를 방문하시면 실시간 업데이트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고속도로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을 담은 양방향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은 모든 위험에 대해 무료로 보내주는 웹 기반 경보 및 알림 시스템인
NY-ALERT를 통해 비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nyalert.gov를
방문하십시오. 컴퓨터가 없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분은 수신자부담전화 1-888-6976972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ialertz.com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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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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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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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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폰이나 양방향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두고 통행할
때마다 지참하십시오.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에게
귀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누군가는 귀하의 통행 계획을 알도록 하십시오.
차량 월동 준비
지금 차량 월동 준비를 하여 가장 필요로 할 때 차량이 양호하게 가동되도록 하십시오.
차량의 다음 항목 체크를 정비공에게 맡기십시오:

배터리
와이퍼 및 윈드실드 와셔액
부동액
점화 장치
써모스탯
라이트
배기 장치
비상등
히터
브레이크
디프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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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레벨
좋은 겨울 타이어를 장착하십시오. 타이어의 트레드가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천후 래디얼 타이어가 대부분의 겨울 조건에 적당합니다. 폭설 조건에
대비해 타이어 체인을 차량에 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동안 얼음 및 눈을
제거하기 위한 윈드실드 스크레이퍼와 작은 빗자루를 준비하고 가솔린 탱크를 적어도
절반 채워두십시오. 마지막으로 긴 여행은 세밀하게 계획하십시오. 최신 도로 상황을
알기 위해 현지 매체 보도를 청취하거나 법집행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안전 운전
겨울 폭풍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이변 겨울철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 모든 운전자는 스쿨버스 드라이버들로부터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얼음과 눈을 피해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좋은 시야가 좋은 운전의
열쇠입니다. 정지를 계획하고 자동차들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더욱
경계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쌓인 눈더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안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항상 속도를 도로 및 일기 조건에 맞추십시오.
차 안에 고립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할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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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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