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 폭풍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오늘 저녁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풍과 눈  

 

거버너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쓰록스 넥 

브리지(Throgs Neck Bridge), 화이트스톤 브리지(Whitestone Bridge), 베라자노 

브리지(Verrazano Bridge) 등과 더불어 빙엄턴과 뉴욕주 스루웨이(Thruway) 사이의 88 

번 주간 고속도로(I-88)에서도 통행이 제한되는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 차축이 높은 차량  

 

뉴욕시 북부 전 지역에서 발령 중인 이동 주의보(Travel Advisories)  

 

JFK 공항(JFK airport)과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서 발생한 심각한 결항 

및 지연 사태  

 

323,0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정전 사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현재 뉴욕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 폭설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강한 돌풍을 동반한 폭설과 젖은 눈으로 인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323,000 건이 넘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계속 미끄럽고, 운전하기 

매우 위험할 정도로 바람에 흩날리는 눈으로 인해 시계가 좋지 못합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 차축이 높은 차량들은 거버너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쓰록스 넥 브리지(Throgs Neck Bridge), 화이트스톤 

브리지(Whitestone Bridge), 베라자노 브리지(Verrazano Bridge) 등과 더불어 빙엄턴과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사이의 88 번 주간 고속도로(I-88)에서도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동 주의보(Travel advisories)는 뉴욕시의 북부 모든 지역에서 

계속 발령 중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는 주민은 집에 머무실 것과 

제설차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 날씨 경보(winter weather warning)가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발령 중에 

있습니다. 오전 1시까지 델라웨어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등지에서 

눈보라 경보(Blizzard Warning)가 유지됩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시속 50 마일의 돌풍이 

불어서 눈보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화이트아웃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눈은 오늘 저녁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주의 서부 지역에서 동부까지 

점진적으로 폭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연안 폭풍 경보(Coastal storm warning)와 강풍 

경보(high wind warning) 또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뱔령 중에 있습니다.  

 

이동 제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축이 높은 차량의 경우 

거버너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 통행 금지에는 모든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 박스 트럭, 기타 차축이 

높은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은 이 교량을 통해 이동하는 차축이 

높은 차량들을 다음과 같이 우회시켜 통과를 막을 예정입니다. (1) 15 번 출구(exit 

15)에서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87 번 주간 고속도로(I-87)) 남쪽 

방향, (2) 8 번 출구(exit 8)에서 87 번 주간 고속도로(I-87) 북쪽 방향, (3) 뉴저지를 

벗어나는 287 번 주간 고속도로(I-287) 북쪽 방향에서 이 교량으로 향하는 뉴욕 방향, (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287 번 주간 고속도로(I-287) 서쪽 방향에서 87 번 주간 

고속도로(I-87) 남쪽 방향. 승용차들은 교통 통제 중에도 이 교량을 계속 통과할 수 

있습니다. 쓰록스 넥 브리지(Throgs Neck Bridge), 화이트스톤 브리지(Whitestone 

Bridge), 베라자노 브리지(Verrazano Bridge) 등과 더불어 빙엄턴과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사이의 88 번 주간 고속도로(I-88)에서도 유사하게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전”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차로 

일단 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차량 

운전자들은 숙지해야 합니다. 홍수, 끊어진 전력선 또는 잔해 등으로 인해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모든 교통 신호를 지키고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 사태  

항공편의 심각한 지연과 수많은 결항 사태에도 불구하고,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과 JFK 공항(JFK airport)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후 4시 현재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서는 항공기 약 700 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으며 JFK 공항(JFK 

airport)에서는 항공기 365 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악천후로 인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 항공편 상황을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들은 현재 기후 

관련 문제에 대처하고 안전한 저녁 통근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역 전체에 

배치되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와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에서는 운행 지연과 잠재적인 운행 서비스 중단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건널목 차단기를 수리하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는 겨울 폭풍과 강풍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을 

통합하고 취소한 상태에서 오늘 밤 10시(금요일, 3월 2일)부터 모든 노선을 운행 편이 

줄어든 주중 운행 시간표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오후 통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의 지연 가능성을 예상한 후, 자정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철도역과 승강장을 오가면서 철도역의 안내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는 3월 3일 

토요일에는 주말 정규 운행 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대중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은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직원과 추가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지하철 

관리부(Department of Subways)는 브롱크스, 퀸즈, 브루클린의 지하철 지상 구간 

전체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철도(Staten Island 

Railway)에서도 쓰러진 나무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운행 서비스 정보는 mta.inf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전  

강풍과 폭설이 나뭇가지와 전선을 쓰러트려 현재 323,000명의 주민이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전  

Albany  6,204  

Allegany  8,401  

Bronx  5,787  

Broome  4,592  

Cattaraugus  12,094  

Cayuga  191  

Chautauqua  3,263  

Chemung  1,658  

Chenango  1,046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mta.info&data=02%7C01%7Cjweinstein%40mtahq.org%7C81bf88f30ad845c5214e08d581247336%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7C0%7C0%7C636556915936454124&sdata=qYqreeeJgIQGcDYdpddAhMCJQwyWDbgVKRNlMyUejFY%3D&reserved=0


 

 

  정전  

Columbia  9,312  

Cortland  374  

Delaware  5,756  

Dutchess  27,899  

Erie  3,523  

Fulton  2,593  

Greene  15,525  

Herkimer  2,492  

Kings  172  

Livingston  2,020  

Madison  2,591  

Monroe  3,993  

Montgomery  3,064  

Nassau  24,350  

Oneida  6,500  

Onondaga  3,119  

Ontario  449  

Orange  4,486  

Oswego  698  

Otsego  787  

Putnam  16,951  

Queens  5,371  

Rensselaer  1,787  

Richmond  420  

Rockland  14,982  

Saratoga  387  

Schenectady  127  

Schoharie  1,075  

Schuyler  2,336  

Seneca  426  

Steuben  7,620  

Suffolk  8,293  

Sullivan  24,047  



 

 

  정전  

Tioga  1,435  

Tompkins  1,431  

Ulster  28,733  

Washington  374  

Wayne  618  

Westchester  42,274  

Yates  2,055  

 

 

뉴욕의 전력 회사들은 폭풍 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총 3,910명의 내부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총인원 수에는 상호 지원을 통해 확보한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콘 에디슨(Con Edison)은 425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15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은 30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50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3)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는 300명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계약자와 110명의 

추가 계약자를 포함하여 705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1,20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RG&E)은 785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와 100명의 계약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6) 

오렌지 앤 록랜드(Orange & Rockland, O&R)는 210명의 선로 작업자 및 전신주 

작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외출 시 쓰려져 있는 모든 전선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제공합니다.  

 

정전에 대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손전등과 더불어 여분의 

배터리도 준비하십시오. 식수, 의약품, 보존 식품 등을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은 문제없이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전화 또는 전원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 대한 대체 충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전화 및 모든 배터리 구동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채워 

각각 내부에 1인치의 공간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경우, 식품을 

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손전등과 더불어 여분의 

배터리도 준비하십시오. 식수, 의약품, 보존 식품 등을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은 문제없이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전화 또는 전원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 대한 대체 충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전화 및 모든 배터리 구동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채워 

각각 내부에 1인치의 공간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경우, 식품을 

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전될 경우  

         정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전력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전력회사 목록을 보려면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정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비상 조명으로는 손전등만을 사용하십시오 -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의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냉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식품은 수 시간 동안 밀폐된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열지 않은 

냉장고는 약 4시간 정도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냉동고는 약 

48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실내에서 숯불을 사용하지 말고 온열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해한 일산화탄소의 수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일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저온 스트레스 증후군(사례: 저체온증)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전 운전  

겨울 폭풍 발생 시 부상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오늘 이동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운전하시고 본인의 차와 앞차 사이의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운전자들은 제설기가 살포하는 소금이 주행 레인 안에 머물고 도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속 최고 35마일로 주행하므로 많은 경우에 그것이 간판의 

속도제한보다 더 느림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 

차량의 바로 뒤로, 도로의 눈이 치워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부분입니다.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03627EFC626529EE85257687006F39CD?OpenDocument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동 안전 요령을 제공했습니다.  

 

운전하기 전 주의사항:  

         자동차에 담요, 삽, 플래시라이트 및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따뜻한 옷, 타이어 

체인,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퀵에너지 식품 및 조난 깃발로 사용할 밝은색 천 같은 

비상용품 등이 비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솔린 동결을 예방하기 위해 가솔린 탱크를 가득히 채워두십시오.  

         휴대전화나 송수신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두고 길을 떠날 때 

지참하십시오.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에 귀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여행 계획을 꼭 알리십시오.  

 

직접 운전을 할 경우 주의사항:  

         항상 도로와 기상 조건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차량에서 얼음과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은 시야를 확보하는 일이 좋은 

주행의 열쇠입니다.  

         항상 정지 준비를 하고 차량 거리를 더 길게 유지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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