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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폭설 및 위험 날씨 조건에 대한 주정부 대응 업데이트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고위 주 관리들과 함께 최근 폭설 업데이트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역사적 폭설이었으며 우리가 좋은 진보를 이룩하였지만 아직 일을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뉴욕주민들은 아직도 불필요한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 조심하고, 미리 계획하며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24시간 일하며 이번 폭설에 대응하신 놀라운 분들께 본인은
감사드립니다. 많은 요원들이 아직도 선로에서 눈을 치워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면적 운행 복구를 위해 현장에 있습니다. 삽으로 눈을 치운 수 천명의 우리 주 및 지역
작업자들이든 이웃을 체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분들이든 이번은 뉴욕주민들이
필요시에 어떻게 단결하는지의 훌륭한 예였습니다.”
전력:
전력 현재 다운스테이트 지역에서 약 172명의 고객들이 정전이며(이번 폭설시 다른
지역에서는 수 천명이 정전을 겪었음)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SC는 또한
사람들이 정전을 신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헬프라인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PSC의 콜센터 헬프라인은 소비자의 폭설 대비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7:30부터 오후 7:30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헬프라인
전화번호는 1-800-342-3377입니다.
공항:
공항 LaGuardia 및 JFK 공항이 열려있고 비행기가 도착 및 출발하고 있지만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더 많은 항공편 취소가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항공사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까지 LaGuardia의 경우 항공편의 약
85%가 취소되었고, JFK의 경우 50% 이상이 취소되었습니다.
MTA
오늘 오전 일찌기 Cuomo 지사는 다운스테이트 지역의 MTA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업데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만 통행자들은 최신 정보를 위해
www.mta.info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통행 금지 해제/운행
해제 운행 복구:
복구 오전 7시부로 뉴욕시와 Long Island의 통행 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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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었으며, MTA는 운행을 재개하였고 교량 및 터널은 무사히 열렸습니다. 오전 9시
현재 MTA의 옥외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제한적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노선은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 추가 제설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MTA는 하루 내내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Metro-North: MTA Metro-North 철도는 낮 12시 이후에 외곽 역에서 운행 재개를 시작할
것이며 오후 3시까지 Grand Central Terminal을 중심으로 일요일 스케줄로 완전 운행될
것입니다. Grand Central Terminal은 오전 8시에 소매 고객들을 위해 문을 열 것입니다.
구체적 노선 정보는 www.mta.info에 있습니다. Pascack Valley 라인 운행은 오후 1시
58분 Hoboken 출발로 재개되었습니다. Port Jervis 라인의 경우, NJ Transit은 뉴욕주
Suffern행 서비스가 오후 12시 25분 Hoboken 출발로 정기 스케줄의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Suffern발 첫 열차가 오후 1시 6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Metro-North와
NJ Transit은 Suffern 너머 뉴욕주의 더 깊이까지 운행을 복구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LIRR: LIRR 조차장 다수가 아직도 2피트 이상의 눈에 파묻혀 있으며Manhattan행
터널에 들어가기 전 모든 라인이 교차하는 Queens의 Harold Interlock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선로들은 아직도 발이 묶인 열차들로 방해되고
있으며, 얼어붙은 전철기 때문에 LIRR의 제설 장비가 시스템을 통과해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MTA의 제설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DOT 인부, 제설기 및 기타
장비들이 업스테이트 지역으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 작업 요원들은 철도를 복구하기
위해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선을 중심으로 월요일 오전 러시아워를 위해 운행을
복구한다는 목표로 하루 종일 일할 것입니다. 진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하루 종일 제공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