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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ONG BEACH 산업구역의산업구역의산업구역의산업구역의 홍수홍수홍수홍수 방지방지방지방지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 태풍태풍태풍태풍 대비책을대비책을대비책을대비책을 

개선할개선할개선할개선할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도시의도시의도시의도시의 산업구역에산업구역에산업구역에산업구역에 필수적인필수적인필수적인필수적인 기반기반기반기반 시설시설시설시설 구축구축구축구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ong Beach 산업구역을 위해 6,000피트 이상의 홍수 방지 지설을 

구축하기 위해 약 1300만 달러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산업구역은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단시킨 태풍 Sandy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었던 곳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로 1년 전 Long Beach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 특히 Long Beach 

NY Rising Committee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대형 태풍의 피해에 더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당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산업구역은 Long Beach의 주민과 사업체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후원함으로써 도시가 미래의 태풍으로부터 기반 시설을 더욱 절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칸막이 벽과 홍수 방지 시설은 뉴욕주가 지역사회의 

복구를 돕고 있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산업구역이 태풍 Sandy로 침수되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후 Long Beach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위원회는 미래의 태풍 피해로부터 도시의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이 구역의 해안가를 11피트 높이는데 2,300 피트의 

칸막이 자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산업구역의 동서쪽에 위치하는 칸막이를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약 4,400피트의 영구적 노반 홍수 방지벽 또는 “Dutch Dam”을 제공하는데 대형 

태풍 발생 시 11피트 이상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Dutch Dam은 Park Place의 북쪽에서 Long 

Beach Boulevard 및 West Pine Street, 폐수 처리 공장의 동쪽 끝부분까지 배치되어 이 칸막이에 맞게 

동서쪽의 주변을 효과적으로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Long Beach 산업구역은 Park Place와 만 사이에 위치하며 정수 공장과 저장 타워, 폐수 처리 공장, 

전기 변전소, 주요 가스 운송관 등을 포함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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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태풍 Sandy에 의해 파손되었으며 응급 수리를 위해 몇 주 동안 폐쇄해야 했습니다. 폐수 

처리 공장은 10일 동안 문을 닫았고 정수 공장은 거의 3주 동안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후에도 태풍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주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집권당 상원 공동 대표 Dean Skelos씨는 “이번 조치는 Long Beach의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가 미래의 태풍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안도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주지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Long Island의 복구를 돕고 태풍 Sandy의 

피해로부터 재건하는 것을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Nassau 카운티 Ed Mangano 행정관은 “Cuomo 주지사가 우리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향후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Long Beach 산업구역의 6,000 피트 홍수 방지 시설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호하고 더 밝고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ng Beach시 위원회 Scott Mandel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 발생 후 Long Beach를 더욱 

강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재건할 뿐만 아니라 향후 Long Beach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ng Beach시 Jack Schnirman 관리자는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금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시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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