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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6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Long Island Barrier Islands의 갈라진 구간이 월요일부터 
메워질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발생한 Long Island Barrier Islands의 갈라진 
구간을 메우기 위한 공사가 월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미국 육군 
공병단과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공병단은 Suffolk 카운티의 Smith Point 카운티 공원과 
Cupsogue 카운티 공원에서 즉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고용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는 Long Island의 연안 사주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육군 공병단의 도움으로 우리는 허리케인 Sandy가 휩쓸고 간 후 몇 주만에 그러한 
균열의 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신속하게 메우면 그것이 더 깊고 넓게 되어, 
수리가 더욱 어렵고 비싸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열은 Moriches Inlet의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공병단은 균열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즉각적인 봉쇄를 추구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공사비 중 비연방 몫을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Suffolk 카운티는 이러한 봉쇄를 위한 지역 스폰서가 되는 계약을 주정부와 체결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이래 주 환경보존부와 지역 및 연방 파트너들은 폭풍이 Long Island  해안에 끼친 손상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세 군데의 균열이 파악되었습니다: 
 
• Smith Point 카운티 공원의 균열은 폭이 약 50야드이고 위치는 Moriches Inlet의 서쪽 방파제에서 
서쪽으로 약 5,000미터입니다.  
• Cupsogue 카운티 공원의 균열은 Moriches Inlet의 동쪽 방파제에서 바로 동쪽에 있고 폭은 약 
1,000 피트입니다. 
• 세 번째 균열은 Fire Island 국립해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균열을 
상세히 평가한 후에 봉쇄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990년대의 Westhampton 균열 후에 균열 봉쇄를 신속히 하고 베이 커뮤니티와 인프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균열 긴급 계획이 개발되었습니다. 균열 긴급 계획의 구현과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들의 잘 확립된 실무 관계를 통해 Cupsogue 및 Smith Point의 균열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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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봉쇄될 것입니다.  
 
균열 긴급 계획의 비용 분담 협정에 의거 연방 정부는 균열 봉쇄 비용의 65%를 지불하고 나머지 
35%는 주정부와 Suffolk 카운티가 지불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균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메우기 위해 육군 공병단은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뉴욕지구 사령관인 Paul E. Owen 
대령이 말했습니다. “균열 긴급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사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파제 
섬을 수리하기 위해 균열을 신속하게 메울 것입니다.” 
 
“균열 긴급 계획은 Long Island의 갈라진 구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DEC 커미셔너인 Joe Martens는 말했습니다. “방파제 섬이 균열되면 베이사이드 
커뮤니티에 조수와 폭풍 해일이 더 높아져서 겨울 폭풍 시즌에 침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 그리고 DEC와 육군 공병단, 기타 연방 기관 및 Suffolk 카운티 사이의 
견고한 파트너쉽으로 인해 이 공사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 우리는 Long Island 해변을 위한 복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