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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로로로 인한인한인한인한 피해로부터피해로부터피해로부터피해로부터 복구된복구된복구된복구된 ORIENT BEACH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재오픈재오픈재오픈재오픈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북동쪽에 위치하는 Orient Beach 주립공원의 태풍 

Sandy로 인한 피해를 수리하고 4월 27일 토요일에 재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에서 30개 이상의 주립 공원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재오픈할 

계획이며 태풍 Sandy로 피해를 입은 이들 공원의 도로, 경치, 인프라, 해변의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름 관광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공원들을 시기 적절하게 

재오픈하는 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토요일부터 롱아일랜드 가족들과 관광객들은 인기 있는 

Orient Beach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을 때 2마일 길이의 입구 도로와 Gardiners Bay 해안선은 심하게 부식되었으며 

아스팔트 도로 4곳이 손상되었습니다. 진입 도로를 따라 흙더미에 파묻힌 유틸리티 시설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원 내 모든 건물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과 홍수가 입구 도로의 수 많은 

나무를 파괴하고 해변의 구조 시설 및 피크닉 테이블을 휩쓸어갔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의(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NYSDOT) 지원으로 입구 도로를 

복구했으며 약 2,120피트의 Orient Beach State Parkway를 다시 깔았습니다. 두 곳의 “자갈 땅” 

언덕을 설치하여 Gardiners Bay 해안을 따라 생긴 새로운 도로를 보호했습니다. 자갈 땅 언덕 보호 

시설은 침식하기 쉬운 지역을 보호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만든 자갈더미입니다. 

 

기타 수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4,500 입방 야드의 모래와 자갈을 사용하여 공원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880피트 버퍼를 

설치  

• 360피트의 Gabions를 바위, 콘크리트 파손물, 기타 공원 입구 해안선에 방치된 자재를 

채운 철사 세공 컨테이너로 대체 

• 물처리 시설의 복구  

• 홍수 지역 위의 모든 시설을 복구하고 높은 지역에 배치 

• 공원의 수영 구역의 단계적 높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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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나무 제거 

• 피크닉 테이블 수리 

Rose Harvey 공원, 레크레이션, 역사보존 담당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 

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인기 있는 주립공원을 재오픈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노고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Orient Beach를 메모리얼 데이 이전에 

재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과 해변에게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일꾼과 McDonald 

장관부터 주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번 재오픈은 가장 어려운 과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NYSDOT의 Joan McDonald 장관은 “롱아일랜드에서 태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후 Cuomo 주지사는 

남쪽 해안과 도로 수리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는 Harvey 국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거주 주민, 관광객, 지역의 사업체 들을 위해 복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ient Beach 주립공원은 매일 오전 8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문을 엽니다. 이 공원은 4마일 길이의 

반도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Orient Point 근처의 Gardiners Bay까지 이어집니다. 이 공원은 피크닉 

장소, 해변, 파빌리온, 자전거 경로, 선물가게, 놀이터, 낚시, 카약 등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입니다. 이 공원은 천연 자원 명소이자 Audubon 주요 조류 서식지, 멸종 위기의 

해안가 조류와 식물의 중요한 서식지 등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Orient Beach 주립공원은 또한 매년 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롱 아일랜드의 North 

Fork도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객은 세계적 수준의 와이너리, 고급 

레스토랑, 농장, 숙박시설, 아트 갤러리, 등대, 공원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Orient Beach 주립공원은 

승용차, 버스, 자전거, 페리 등으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지난 10월 태풍의 피해를 입은 후 처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공원 방문객은 아직 

부분적으로 수리 공사, 가지 치기, 초목류 식목, 조경 작업 등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립 공원은 매년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문의하시거나 접속하거나 

또는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Twitter 에서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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