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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1월 23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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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전오전오전오전 7시에시에시에시에 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 차량차량차량차량 통행통행통행통행 금지를금지를금지를금지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MTA,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전오전오전오전 7시시시시 제한된제한된제한된제한된 버스버스버스버스 운행운행운행운행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재개하고재개하고재개하고재개하고 통근열차통근열차통근열차통근열차 및및및및 지상지상지상지상 지하철지하철지하철지하철 노선노선노선노선 
상태에상태에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오전오전오전오전 6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녁 겨울 눈폭풍과 다운스테이트 지역 도로 및 

대중교통 재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눈폭풍 브리핑을 갖습니다. 뉴욕주 전역과 뉴욕시 

지방 도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Northern State Parkway, 항만청의 Hudson 강 횡단 

교차로에 내려졌던 기존의 모든 통행 금지는 내일 1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통행 금지는 이 시간까지 유효하며, 승인 받은 긴급차량, 위험물 운반 

차량 및 중요 보건관계자들에 한 해 이동이 허락됩니다. 
 

이 밖에도, MTA는 내일 오전 7시에 뉴욕시에서 제한적인 버스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량 통행 금지로 응급팀들의 도로 제설작업이 크게 진척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작업반원들이 눈폭풍에 따른 눈을 계속 치우고 한파 

강도가 줄어들면 뉴욕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통행 제한을 해제할 

것입니다. 공공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뉴욕주민들께서는 이동 중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및및및및 교량교량교량교량 
 

모든 주립도로 및 뉴욕시 현지도로, Long Island Expressway 및 Northern State 

Parkways, 항만청의 Hudson 강 횡단 교차로의 차량 통행 제한은 오전 7시에 해제될 

예정이며, 일기 예보에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오전 7시까지 계속 폐쇄되는 Hudson 강 횡단 교차로는 George Washington Bridge, 

Lincoln Tunnel, Holland Tunnel, Bayonne Bridge, Goethals Bridge 및 Outerbridge 

Crossing입니다. 
 

도로가 계속 폐쇄되어 있지만 허가 받은 응급 차량, 위험물 운반 차량 및 중요 보건 

관계자는 통행이 허용됩니다. 통행 금지 위반은 경범죄로 최고 3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료 및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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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대중중중중 교통교통교통교통 

• 버스 – 내일 오전 7시 MTA이 제한된 버스 운행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운행 재개 

수준은 도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LIRR 및 Metro-North – MTA는 야간까지 철로 상태를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전 6시까지 지상 지하철, LIRR, Metro-North 서비스 

재개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지하철의 지하 부분은 운행 제한으로 계속 운행할 

것입니다. 

• PATH – 항만청은 오늘밤과 일요일 아침 PATH 열차에 대해 주말 운행 일정을 

제한적으로 지속시켜나갈 것입니다. 
 

공항공항공항공항 
 

LaGuardia와 JFK 공항은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내일도 취소될 예정입니다. 

항만청은 날씨가 개는 대로 24시간 내내 운항을 재개할 것입니다. 첫 도착과 출발은 

일요일 정오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항공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콜센터 헬프라인 이용 시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헬프라인은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눈폭풍 대비와 복구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부 콜센터 헬프라인의 

전화번호는 1-800-342-33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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