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13일 

 

CUOMO 지사지사지사지사, 폭우와폭우와폭우와폭우와 기습기습기습기습 침수로부터침수로부터침수로부터침수로부터 LONG ISLAND의의의의 복구를복구를복구를복구를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자원자원자원자원 급파급파급파급파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폭풍폭풍폭풍폭풍 대응을대응을대응을대응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장비와장비와장비와장비와 인원을인원을인원을인원을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비상작전센터비상작전센터비상작전센터비상작전센터 가동가동가동가동 

 

Andrew M. Cuomo 지사는 화요일 자정부터 수요일 오전 7:15 사이에 내린 약 13인치의 비로 기습 

침수 당한 Long Island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오늘 급파하였습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뉴욕주의 비상작전센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 침수로 인해 Long Island의 11개 주요 하이웨이가 폐쇄되었습니다. Southern State Parkway의 

출구 38 및 39에서 차들의 발이 묶였지만 모든 서행 레인들은 이제 재개통되었으며 도로에 남은 

물도 치워졌습니다. Northern State Parkway는 Rt-107에서 폐쇄되었으며 LIE는 출구 50에서 

폐쇄되었습니다. 주의 비상관리 하사관 태스크포스가 파견되었으며 교통사고 관리 시스템과 

상용차량 단속반이 침수 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펌핑 트럭을 Babylon의 제1 구역에 

파견하였습니다. 

 

Nassau 및 Suffolk 카운티 비상관리실 및 화재예방통제실의 NYS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DHSES) 

공무원들이 현지의 비상관리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HSES는 워터펌프를 보내었으며 

요청 받는 경우 지역에 추가 자원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오전오전오전 10:00 현재현재현재현재, 다음다음다음다음 도로도로도로도로 폐쇄가폐쇄가폐쇄가폐쇄가 시행되었습니다시행되었습니다시행되었습니다시행되었습니다: 

 

I-495 서행 출구 50-49 사이  

Northern State Parkway 동행 및 서행 출구 35  

Wantaugh State Parkway 북행 및 남행의 Southern State Parkway에서 Sunrise Highway까지 

Southern State Parkway 동행 출구 40-43  

Long Island Expressway 서행 출구 56의 램프 (Rte 111) 

Ocean Parkway 동행, Oyster Bay 타운에서 오른쪽 레인 폐쇄 

Route 27의 Wellwood Avenue에서 고장 차량에 의해 레인 제한 

Motor Parkway 동행 및 서행, Islandia의 Hawthorne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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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침수침수침수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취한취한취한취한 조치조치조치조치: 

 

도로도로도로도로 및및및및 교량교량교량교량 

 

뉴욕주 교통부의 정비요원 400명이 영향을 받은 지역의 도로에서 물을 펌핑하고 배수 입구판과 

재충전 유역으로부터 침수물에 의해 실려온 잔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도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팀을 배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 

 

폭우로 오늘 아침에 MTA Long Island Rail Road의 침수, 서비스 지연 및 일부 중단이 야기되었습니다. 

홍수가 Smithtown 동쪽 선로 아래의 일부 자갈을 쓸어가버린 후 Port Jefferson Branch 구간은 

Huntington과 Port Jefferson 사이가 아직도 운행이 중지되어 있어서 LIRR은 대체 버스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이 레일 위로 상승하여 세번째 철도 전원에 도달한 일부 구간의 선로와 조차장을 포함하여 날씨 

관련 문제 때문에 LIRR 네트워크 전역에 30분씩의 산발적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ontauk 

Branch도 일찍 고장난 열차로 인해 90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Far Rockaway Branch에는 제한적 

서비스가 복원되었습니다. 

 

일부 역 주차장이 침수를 겪었고 일부 역 건물이 상승한 물로 손상되었습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오늘 콜센터 헬프라인 운영 시간을 오후 7:30까지 연장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8월 14일 목요일부터는 오전 7:30부터 오후 7:30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유틸리티 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은 콜센터 헬프라인 1-800-342-3377로 전화해야 합니다. 

 

개인개인개인개인 재산재산재산재산 

 

폭우 관련 재산 손괴에 대한 보험 질문은 금융서비스부 재난 핫라인 1-800-339-1759로 전화하면 

됩니다. 건축 법규 관련 질문이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주무부의 법규시행과 518-474-4073에 

전화하면 됩니다. 

 

NYS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다음 복구 팁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라디오 또는 TV에서 지역 공무원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어떤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도로가 손상되고 전깃줄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시 조심하십시오. 

•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물 손상을 점검하십시오. 계량기 또는 탱크의 외부 가스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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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십시오. 고약한 냄새나 탈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 건물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배터리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광원으로 개방 화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부에 가스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살펴볼 때 고무 부츠와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주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누전과 통전 전선에 주의하십시오. 

• 전기공이 시스템을 점검할 때까지 가전제품을 켜지 마십시오. 

• 침수 물과 접촉된 의약품이나 식품을 버리십시오. 

• 개인 우물이 있는 데 침수 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마시고 조리하는 목적을 위해 우물을 이용하는 

것은 중단하십시오. 

• 상수도 당국이 물 끓이기 통지를 발행하면 여러분은 물을 1분간 완전히 끓인 후 식힌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난방 및 배관 시스템 청소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진흙을 삽으로 치우십시오. 

• 침수된 지하실은 가능한 한 속히 배수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배수하면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물이 물러가면 지하실 배수를 단계적으로 매일 물 량의 약 1/3씩 

배수하기 시작하십시오.  

 

환경환경환경환경 

 

필요한 경우 DEC 삼림 감시원들이 4WD 차량, ATV 및 카약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비상비상비상비상 유출유출유출유출 대응대응대응대응: 

 

DEC는 일반인이 환경보존부에 유출 의심을 통보하도록 24시간 비상 유출 핫라인 1-800-457-7362를 

운영합니다. 

 

어패류어패류어패류어패류 봉쇄봉쇄봉쇄봉쇄: 

 

환경보존부는 공중보건을 위해 Nassau 및 Suffolk 카운티 대부분 타운의 조개 수확 지역을 

폐쇄하였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and continuing until a determination is made that conditions no 

longer exist that may make shellfish hazardous for use as food즉각 발효되어 어패류를 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지속되며, 다음 지역들이 비인증으로 지정되어 조개 채취가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Hempstead 및및및및 Oyster Bay 타운타운타운타운(남쪽남쪽남쪽남쪽 해안해안해안해안): Hempstead Bay, East Bay 및 South Oyster Bay의 전지역과 

Hempstead 및 Oyster Bay 타운의 지류들. 

Oyster Bay 타운타운타운타운(북쪽북쪽북쪽북쪽 해안해안해안해안): Plum Point(Centre Island) 돌집의 동쪽으로부터 Cold Spring Harbor의 

동쪽 해안에 있는 West Neck Beach(Huntington 타운)의 해변 가설건물의 북쪽으로 뻗은 선의 남쪽에 

있는 Oyster Bay Harbor 전체 및 Cold Spring Harbor 전체. 

Babylon 및및및및 Islip 타운타운타운타운: Great South Bay 전지역과 Robert Moses Causeway 교량들 북행 경간의 서쪽에 

있는 그 지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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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ip 및및및및 Brookhaven 타운타운타운타운(남쪽남쪽남쪽남쪽 해안해안해안해안): Green Point 서쪽과 Green Point 남쪽에 위치한 Robert Moses 

Causeway Buoy R N "30"의 북행 경간의 남쪽 베이스로부터 동쪽으로 뻗는 부표선 북쪽에 놓여있는 

Nicoll Bay를 포함한 북쪽 Great South Bay 전지역.  

Brookhaven 타운타운타운타운(북쪽북쪽북쪽북쪽 해안해안해안해안): Stony Brook Harbor, Flax Pond, Port Jefferson Harbor 및 Mount Sinai 

Harbor 전체. 

Huntington 타운타운타운타운: 남쪽의 (Sand City Beach로도 알려진) West Beach의 극남 지점으로부터 Huntington 

타운의 Huntington Bay에 있는 Crescent Beach 해변 가설 건물의 북동 코너까지 뻗는 선의 동쪽에 

놓여 있는 Northport Bay, Duck Island Harbor 및 Centerport Harbor 전체. 

Smithtown 타운타운타운타운: Stony Brook Harbor 전지역과 그 지류들. 

DEC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다음 며칠에 걸쳐 채집할 시료에 실시할 수질 검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속히 지역들을 재개방할 것입니다. 

 

임시적 어패류 봉쇄에 대한 추가 정보는 DEC의 웹사이트에 제공될 것입니다: 

http://www.dec.ny.gov/outdoor/7765.html.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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