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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ONG ISLAND의의의의 홍수홍수홍수홍수 복구복구복구복구 문제에문제에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ong Island에 홍수 복구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주지사는 화요일 자정부터 수요일 오전 7시 15분까지 내린 거의 13인치의 비로 인한 

홍수에서 Long Island의 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을 지시했습니다. 

 

주의 비상 운영 센터(EOC)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들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경찰(DSP), 화재 예방 및 제어부(OFPC), 교통부(DOT) 및 군 및 해군 

담당 부서(DMNA). Suffolk 카운티는 주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카운티의 EOC를 활성화하고 Babylon 

타운과 Islip에서 각각 EOC를 활성화했습니다.  

 

뉴욕 주 공공 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1시 Long Island의 6,200명의 고객이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2,004명의 고객은 정전 상태였습니다. PSEG Long Island는 Long Island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정전을 복구할 수 있는 4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대부분은 오후 늦게 복원이 되거나 오늘 안으로 나머지가 복원이 될 것입니다.  

 

홍수는 Long Island의 11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하였고 그 중 9개의 고속도로를 오후 3시경에 

재개했습니다. 도로들은 지속적으로 열리지만, 일부 주요 부분은 폐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홍수는 추가적인 수리 시간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전 특히 오늘 저녁의 퇴근을 위해 운전 전에 도로 폐쇄 상황의 최신 정보를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제안된 복구 팁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팁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다음다음다음 도로들의도로들의도로들의도로들의 폐쇄가폐쇄가폐쇄가폐쇄가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 Sunrise Highway (NY27)은 Heckscher Parkway/Southern State Parkway 양방향에서 Exit 45 

(NY111)까지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저녁 퇴근 시간까지 정리될 예정입니다. 

• Wantagh State Parkway는 Exit W5 (NY 27)에서 Exit W4(Southern State Pkwy)까지 양방향 

폐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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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sau 카운티 Exit 34 I-495 (LIE) 서행 서비스 길 폐쇄되었습니다.  

• Long Island Expressway에서 NY 111은 싱크홀로 인해 양방향 폐쇄되었습니다. 

• Tobay 해변의 Ocean Parkway의 동쪽 방향은 홍수 피해로 인해 우측과 중앙 차선이 

폐쇄되었습니다. 

• False Channel Bridge의 Loop Parkway의 북쪽 3/4 파일 가량 Meadowbrook Parkway NB의 

우측 차선 홍수 피해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 Suffolk 카운티의 Bay Shore Sunrise Highway (NY 27)에서 Robert Moses Causeway의 우측 한 

차선이 폐쇄되었습니다. 

 

 침수침수침수침수된된된된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원지원지원지원 단계는단계는단계는단계는 다음을다음을다음을다음을 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및및및및 교량교량교량교량 

 

 뉴욕 주 교통국은 배수 및 충전 유역에서 파편을 처리하기 위해 400명의 유지 보수 직원들이 

있습니다. 평가 팀은 손상된 도로를 평가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 

 

 버스는 Port Jefferson Branch의 Kings Park와 Port Jefferson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LIRR 열차를 

교체합니다. MTA는 오후 혼잡 시간대에 복원 서비스를 예상하고 있으나 Port Jefferson 점의 2개의 

열차는 취소되고 그들의 고객들은 다른 열차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상황은 또한 Montauk 

Branch의 최대 60분까지의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LIRR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들의 

이동 전에 최신 이동 정보를 위해 www.mta.inf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전력전력전력  

 

뉴욕 주 공공 서비스위원회는 오늘 Call Center Helpline의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8월 14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지속합니다. 유틸리티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Call Center Helpline 1-800-342-3377에 상담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공중공중공중 보건보건보건보건 & 안전안전안전안전 

 

주 경찰은 Long Island State Parkways를 재개할 수 있도록 Parkways의 차선에서 문제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병은 홍수 지역에서 차량을 제거에 도움이 고축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주 보건국의 물 공급 보호 부서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Nassau와 Suffolk 카운티의 

보건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홍수가 공공 식수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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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미국미국 적십자적십자적십자적십자(ARC) 

 

ARC는 기관과의 연락 파트너로 그들의 운영 기관을 조정하며 적십자 자원 봉사자들은 연결로서 

Suffolk 카운티의 EOC에 있습니다. ARC는 하루 종일 응답의 기대를 위해 홍수 키트를 배포하고 

있으며 재해 평가 팀이 꾸려져 ARC의 지원을 요청한 지역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덟 

가구가 집과 지하실의 홍수에 대해 ARC에 신고하였습니다. 

 

적십자 비상 대응 차량(ERVs)은 수화,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기 위해 Bayshore 소방서에 

배치되어있습니다. ARC는 Bayshore 소방서에서 적어도 8명의 성인, 7명의 어린이와 애완 동물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적십자에서는 하루 종일 침수 상태를 평가할 것이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지원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DFS는 폭풍으로 인한 어떠한 배상 청구는 해당 파견 및 긴급 기업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험에 신속 기준으로 임시 조정자 라이센스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andy 이후, DFS는 신청이 만들어 진 후 24시간 내에 턴어라운드와 함께 20,000장 이상의 임시 조정 

라이선스를 발행했습니다. 

 

환경환경환경환경 

 

환경 보전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조개 

수확 영역을 폐쇄했습니다. DEC는 다음 몇 일 동안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수질에 

대한 테스트 결과에 기초하여 최대한 빠르게 영역을 재개할 것입니다. 인증되지 않은 영역의 

리스트와 일시적으로 수확이 금지된 어패류의 리스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EC는 의심되는 유출에 대해 시민이 통보할 수 있도록 24시간 Emergency Spill Hotline을 1-800-457-

7362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Bethpage 주립공원, Brentwood 주립공원, Belmont 주립공원과 Hither Hills은 전체 폐쇄되었습니다. 

대서양 해변 공원(Jones Beach, Robert Moses and Captree)은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위험한 

높은 파도로 인해 수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업데이트를 위해 주립 공원 웹 사이트를 

여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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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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