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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일요일 뉴욕 주민에게 심각한 강설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  

  

폭풍 기상 체계는 일부 주지역에 최대 12인치의 눈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폭풍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영향,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광범위한 기상 

체계가 뉴욕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 주민에게 심각한 강설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기상 체계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어려운 

운전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뉴욕 주민은 이동 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이 올겨울 들어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일요일 밤에 다시 한번 심각한 강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지역 일기 예보를 주시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풍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도로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일요일에 폭풍은 동쪽 해안을 이동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뉴욕주로 진입할 것이며 주 

전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서부에서 북동부로 이동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현재 이 

기상 체계의 두 가지 잠재적인 경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경 대상인 이 

기상 체계는 주로 뉴욕주 남부 지역과 해안 지역에 비를 내리거나 비와 눈을 혼합해서 

내릴 것이며, 미드허드슨 지역에는 대부분 눈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더 멀리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경로는 또한 강설 총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폭풍이 남쪽으로 이동하면,  

I-81의 동부 및 I-90의 남부를 따라 가장 많은 강설량이 쌓일 것입니다. 폭풍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면, 뉴욕 서부 지역과 서던 티어는 가장 많은 강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 노스 컨트리, 뉴욕 서부 지역에서 1에서 3인치의 적설량이 가능하며, 뉴욕 

중부, 롱아일랜드, 모호크 밸리 및 서던 티어 지역에서는 2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3에서 12인치의 눈이 뉴욕 주도, 미드허드슨, 

뉴욕시 지역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주말 동안 지역 일기 예보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씨 경고, 경보, 

주의보, 최신 일기예보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국립기상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주행 

안전한 주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령:  

• 겨울 폭풍이 휘몰아 칠 때는 필요하지 않은 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 교량은 도로에 비해 결빙이 더 빨리 형성될 수 있으므로 교량에서 주행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도로 상의 젖은 나뭇잎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나뭇잎 뭉치에 접근할 때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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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 전화나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송수신 라디오와 같은 기타 통신 

기기의 배터리를 계속 충전한 후 길을 떠날 때 지참하십시오.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에게 귀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 폭풍시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석에 앉기 전에 차량의 

얼음과 눈을 확실히 치워야 합니다. 좋은 시야가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정지를 

계획하고 자동차들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보일 수 있음을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항상 도로와 기상 조건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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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제설기가 옆으로 나란히 작업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레인을 한 번에 치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또한 제설기 운전자의 시야가 좁고 제설기의 크기와 무게로 하여 

신속하게 피하고 정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설기 뒤에서 날리는 

눈은 가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설 차량 추월을 시도하거나 너무 가까이 따라붙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제설 차량 뒤로 일정하게 떨어진 제설 후 소금이 뿌려진 도로입니다.  

  
###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alerts.weather.gov_cap_ny.php-3Fx-3D1-23-5Fblank&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b6grM2tj_q41BvIiGzoUvpUmGLg4cpEDBkMf8baTzY&s=gHDyCvJ_dC46C0AhC8lHN35Qfl2icmawYoIxv99wiBg&e=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004d57f4-5c6956bd-004faec1-0cc47aa8d394-ad8047ce7bda746c&u=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CCD3D928F97D4660852583B10069037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