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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미미미미 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 모든모든모든모든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 비치를비치를비치를비치를 예정대로예정대로예정대로예정대로 개장할개장할개장할개장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많은많은많은많은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 비치가비치가비치가비치가 초강력초강력초강력초강력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로로로 큰큰큰큰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겪다겪다겪다겪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롱아일랜드 주립공원과 비치를 미 현충일 주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의 강타로 많은 공원들의 도로, 조경, 인프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비치들은 자연 식생과 토착 식물의 유실을 비롯해 모래 언덕 및 해안가의 

상당한 침식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휴일 주말을 즐길 수 있게 공원과 비치를 개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공사와 보수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현충일 주말까지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롱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뉴욕 주립공원과 비치를 예정대로 개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원과 비치는 휴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게도 중요한 경제적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이 이번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롱아일랜드 주립공원에서 진행 중인 긴급 계약 건수는 20건이 넘습니다. 이 계약으로 수 

백명의 인부들이 여름 시즌을 알리는 비공식적인 시작일인 현충일 주말에 맞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Sandy로 발생한 피해와 파손 부위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공원과 비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탈출구입니다. Sandy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작업반원들과 계약업체들은 여름 시즌 시작 때까지 정상 복귀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Rose Harvey 주립공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랜드 캐년보다 Jones 

Beach 주립공원과 같은 유명 관광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한다면 우리 뉴욕주의 시설들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많은 분들께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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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만 해도 1,8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주립공원과 비치를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네 곳의 주립공원(#2 Jones Beach 주립공원, #4 Robert 

Moses 주립공원, #6 Sunken Meadow 주립공원 및 #10 Heckscher 주립공원)은 총 179개의 

뉴욕주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10곳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간 총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주립공원 관람객들을 통한 수입이 최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9억 달러 중에서 롱아일랜드 지역이 두 번째로 높은 생산량과 매출을 올려 연간 4억1천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총 금액 중 약 40%는 커뮤니티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공원을 관광하고 교통, 

숙박, 식료품, 식당 및 기타 쇼핑하는 데 지출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Nassau 카운티 집행관 Edward P.  Mang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우리 공원, 

비치, 도로가 현충일 주말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와 재건에 힘써주시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주민, 상공인, 관광객들을 위해 Nassau 카운티를 재건하려는 이 허리케인 Sandy 

이후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Suffolk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비치와 공원은 우리의 

삶의 질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일은 롱아일랜드의 해안가 경제로 촉발된 

수 십만 개 일자리와 세계적 수준의 비치와 공원을 찾는 수 백만명의 관광객들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립공원과 비치 몇 곳에서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과 복구 작업이 완료된 곳 그리고 현충일 주말에 예상되는 상황을 포함한 현황보고입니다.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이 공원은 수목들이 태풍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규제 사항 없이 완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가 완료된 부속건물의 지붕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나무 그루터기와 쓰레기들이 여전히 쌓여 있겠지만 수목 정리 

계약회사가 여름 시즌에 공원에서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Belmont Lake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공원 주변을 따라 수목 정리, 청소, 그루터기 제거 및 울타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폭풍 쓰레기는 계약업체가 치워갈 수 있도록 한 군데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수목 작업과 울타리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Bethpage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Bethpage 주립공원 내에서 개장 예정에 있는 모든 시설이 개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목 제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연중 이맘 때 보통 출입이 폐쇄된 시설은 예정대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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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수목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Brentwood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울타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울타리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Caleb Smith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보호림보호림보호림보호림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걸어 다니는 나무 다리 네 곳이 피해를 입었고 공원 남쪽 지역에 있는 다리는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 허가 지역에 있는 많은 길들은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수목 

청소와 위험한 나무 제거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다리 교체 및 수목 제거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Captree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Overlook Pier가 허리케인 Irene으로 발생한 피해에서 복구되었고, 일부 추가적인 소소한 

피해는  Sandy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공원 인력이 파손된 부두의 재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Main Fishing Pier는 Sandy가 공원을 강타하기 전에 시작된 계약을 통해서 복구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붕 복원 작업은 비상 연락을 통해서 복구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폭풍으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공원에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주요 소형 선박 정박지에 있던 

말뚝은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Captree의 떠있는 진수 램프는 베이에서 제거되었다가 공원 

관계자에 의해 복구되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Overlook Pier는 개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Caumsett State 역사공원역사공원역사공원역사공원 보호림보호림보호림보호림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Caumsett은 비치의 높이와 깊이가 유실된 것을 비롯해 롱아일랜드를 따라 자리한 해안 

지대 2.5 마일에서 대대적인 침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수 백 입방야드의 쓰레기 더미가 해안선을 

따라 씻겨내려가 Salt Marsh 속으로 잠겼습니다. 현재 계약업체들이 Piping Plover 시즌이 되기 전에 

비치에 흩어진 쓰레기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sherman의 주차장에서 Lloyd Point까지 

이르는 Plank 도로는 LI Sound에서 Salt Marsh까지 침식이 발생하여 약 0.2마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바닥 쓰레기 작업이 완료된 공원 도로와 숲속길을 따라 285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피해를 입거나 쓰러졌습니다. Dairy Complex에 있는 Bottling Building 유적지의 두 개의 

채광창이 날아가서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Polo Pony Barn 정면을 치면서 파손하여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쓰레기 제거 작업이 완료되고 쓰러진 나무는 제거될 것입니다. Plank 도로 

복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Connetquot River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보호림보호림보호림보호림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Connetquot은 약간의 구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일한 피해라면 관리건물에 있는 

스크린 도어와 본관에 있는 굴뚝 중 무너진 굴뚝 하나(복구 필요), 벽돌로 인한 채광창 파손(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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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지붕 파손(교체 예정) 정도입니다. 중요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목과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수목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Gilgo와와와와 Tobay 비치비치비치비치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두 비치 모두 모래 언덕 침식과 천연 식생 손실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래 언덕을 복구하고 있고 토착 식생인 백만개가 넘는 ABG(American Beach Grass) 

잔디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Heckscher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West Beach에 심각한 침식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곳 비치를 3,000 입방야드의 

모래로 다시 채워넣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Field 7에 상당한 침식이 발생하였고,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한 컨설턴트는 주차장을 해안가의 휴식 장소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수영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수영 해변은 수상 스포츠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Overlook 비치에 있는 변압기와 퓨즈가 파손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약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West 비치는 전면 개장될 예정입니다. Field 7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임시적으로 

재배치되고 수상 스포츠 시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지 재설계 및 변경 작업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Hempstead Lake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공원에 있는 약 400 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 #1이 재개장하였습니다. 

건물 중 한 곳이 소소한 피해를 입었지만 폭풍 후 곧바로 복구되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수목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건물은 복구되었습니다. 

 

Jones Beach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Jones Beach 주립공원은 Sandy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높은 조류를 동반한 

폭풍 해일로 공원의 주요 시설물들이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높은 조류로 인해 

말뚝이 들뜨고 여러 섹션에 있는 보드워크가 일어나 보드워크 표면이 흔들리면서 이곳의 유명한 

보드워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뚝은 Central Mall에 추가 말뚝을 설치하여 복구되었고 

데크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공원의 많은 전기 천장이 물 속에 가라앉아서 앞으로 또 발생할 폭풍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패널들을 교체하고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West End, West 

Bathhouse, Jones Beach Theater의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Box Office에서의 복구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State Parks는 해당 구조물에 대해 점유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남은 

지역들도 계약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ones Beach Theater는 최소 4피트 정도 물에 잠겨 VIP 보드워크와 장막 구역, 오케스트라 

좌석,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전기시스템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비 및 기구, 사무실 및 매표소와 

관련된 모든 영업장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영업권자는 2013년 콘서트 시즌에 맞춰 모든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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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시설물  교체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eld 10 낚시 

부두와 보트 계류장 데크 그리고 Bait Station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원에 있는 수 많은 

쓰레기도 치워졌습니다. 인명구조 건물과 파라솔 스탠드 역시 파손되었습니다. 업체들은 Central 

Mall과 Field 2에 있는 인명구조 스탠드의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체들은 모든 건물들의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벽돌 보도, 콘크리트 보도, Field 6 주차창 

동쪽 부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계약이 이뤄져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필드 2, 6, 10과 West End 2)은 현재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West Bathhouse와 East 

Bathhouse 사이에 있는 구역은 보드워크 파손과 재건 작업 때문에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Jones Beach 보드워크는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재가 반입될 

때까지 임시 난간을 사용하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주립공원은 폭풍이 발생하기 전 Fields 1과 2에 

있는 공원 서쪽 부근의 보드워크 데크를 교체하는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복구 공사 계약은 

이번 계절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천장의 전기 장치는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은 현충일 

주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장 복구 작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발전기를 사용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Field #10 낚시 부두와 Boat Basin의 복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명구조 건물과 파라솔 

스탠드는 현충일 주말까지 일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임시 트레일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Orient Beach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Orient Beach 주립공원은 Sandy 발생 이후로 아직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2마일 길이의 

Park Entrance Drive와 Gardiners Bay 해안선은 심각한 침식 피해를 입었고, 아스팔트 도로 네 곳(약 

2120 피트) 이 파손되었습니다. 진입 도로를 따라 흙더미에 파묻힌 유틸리티 시설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원 내 모든 건물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 해일은 인명구조 건물과 해변의 

피크닉 테이블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폭풍 해일과 홍수로 진입 도로와 피크닉 구간을 따라 약 31 

그루의 나무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교통부는 약 2120 피트를 복구하고 있으며, 도로의 네 

구역에서 파손된 아스팔트를 치우고, 복구 등급을 나눈 후 도로 포장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날씨의 허용여부). 교통부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대로 2주일 간 도로 포장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틸리티는 진입 도로 갓길을 따라 지중화 작업을 다시 완료했고, 전화선도 복구하였습니다. 

물처리시설도 복구되어 운영중이며, 염소 살균기도 홍수 존 위로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곳의 침식된 도로 구역을 따라 두 개의 대형 “사석” 슬로프를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컴플렉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 4,500 야드의 모래/자갈을 사용하여 880 인치의 둔덕을 

복구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창고벽을 교체하였고, 콘센트를 교체하고 올렸으며 가열기구를 

수리하였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Nissequogue River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온실에 있는 온실 유리 30장이 두 개의 윙 캐노피에서 깨졌습니다. 100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거나 줄기가 부러져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리나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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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밀물이 해안가 건물로 밀려와 침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나무와 나뭇가지가 쓰러지면서 

체인 링크와 기둥 및 가로장 울타리가 파괴되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많은 사인물들이 

부서지거나 망가졌습니다. 공원은 폭풍 발생 후 약 열흘만에 재개장되었습니다. Nissequogue 

River의 강변은 약간의 침식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Planting Fields 주립주립주립주립 역사공원역사공원역사공원역사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수목원의 대부분의 지역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공원 작업반들이 작은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큰 나무들의 제거 작업과 남아 있는 1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며 청소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은 4월 말이 되기 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Camellia Greenhouse에 발생된 피해는 이번 봄에 복구될 예정입니다. 온실 소장 식물들의 보호를 

위해 임시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립역사보호사무소(SHPO) 점검이 완료되었고, 현재 

계약업체가 새로운 마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상 전기선이 피해를 입어 임시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파손된 정보대피소의 대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Camellia Greenhouse의 파손 부위가 복구될 예정입니다. 일부 숲속길과 

온실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Robert Moses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Robert Moses 주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원 원형 교차로 남쪽 부근이 

대서양 쪽으로 붕괴되어 10월까지 공원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Field #5의 보드워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보드워크 잔해물 제거 및 복구 

작업을 위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 북쪽을 따라 파손된 공원 내 워터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부(DEC)는 이곳 및 Robert Moses의 다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석자재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공원 전역에 설치된 울타리에 대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으로 쓸려 들어온 많은 쓰레기들이 수거되었고, 공원 작업자들이 이를 덤프트럭으로 싣는 

작업과 공원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골프 코스에 대한 최종 복구 

작업은 여름이 시작될 때 시작할 것입니다. 5월 말에 공원이 개장는 것과 함께 골프장이 개장될 

것입니다. 수많은 모래들이 폭풍으로 쓸려나갔습니다. 공원의 동쪽 끝 필드인 Fields #4와 #5에 

모래를 보충하는 두 건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50만 입방야드의 모래가 이들 비치에 보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만 입방야드의 모래는 Captree State Boat Channel에서 

준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만 입방야드 모래는 공원 서쪽에 있는 비축 모래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곳의 인명구조 건물과 기타 인명구조 장비들은 현충일 주말까지 교체되어야 합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주주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모든 주차장은 개장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수용 면적은 해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면적으로 인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해안지대 접근과 수영 활동에 대한 결정은 모래 보충 

작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난 후 현충일 주말 이전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준설 작업은 6월 

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운영 능력을 판단할 다른 재평가 작업도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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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E.Smith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Sunken Meadow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Field #3에 자리한 제방이 파손되었습니다. 컨설턴트에 의한 다리 및 해안가 안정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주립공원이 DEC와 함께 이 허가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 400 - 500 그루가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졌습니다. 청소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체인 링크, 울타리 가로장, 방책 울타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쪽 비치에 있는 절벽에서는 일부 침식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일부 해안 지대는 

폭풍으로 인해 더 늘어났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파손된 제방의 동쪽 부분의 접근 제외. 

 

Valley Stream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나무 계약업체가 주차장에서의 쓰레기 작업을 제외한 모든 나무 청소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숲속길이 개장되었습니다. 공원의 Hendrickson Ave에는 베어낼 통나무와 

갈아낼 나무 밑둥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이 때에도 공원에 나무 쓰레기와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계속 자리할 듯 

합니다.  

 

Wildwood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현재현재현재현재 상황상황상황상황: Wildwood 주립공원은 심각한 수목 피해를 입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아직도 작업 중인 

피해 나무들이 있습니다. 해안 지대의 침식이 발생했습니다. 비치는 폭풍으로 인해 아직 폐쇄되어 

있습니다. 비치 접근 도로가 바닷물에 씻겨나가는 피해를 입었고 샤워장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한 공사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공원은 거의 모든 숲속길 및 피크닉 장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개장되었고 대부분의 위험한 수목들은 제거되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목재더미 청소 및 많은 나무 그루터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상황상황상황상황: 개장 –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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