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ONG ISLAND의의의의 OCEAN PARKWAY 포장포장포장포장 재건재건재건재건 시작을시작을시작을시작을 발표발표발표발표  

 

Long Island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재건은재건은재건은재건은 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현충일까지 완공완공완공완공 예정예정예정예정  

 

주주주주 DOT 및및및및 공원공원공원공원 담당담당담당담당 커미셔너들은커미셔너들은커미셔너들은커미셔너들은 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 Sandy로로로로 파괴된파괴된파괴된파괴된 Parkway, 모래언덕모래언덕모래언덕모래언덕 및및및및 Robert Moses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로터리의로터리의로터리의로터리의 3220만만만만 달러짜리달러짜리달러짜리달러짜리 재건의재건의재건의재건의 진척을진척을진척을진척을 설명설명설명설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Long Island의 Ocean Parkway를 복구하기 위한 322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수퍼폭풍 Sandy가 임해 도로와 수 마일의 도로변 바닷가를 황폐화시킨 후 겨우 

4개월만에 포장 재건을 시작함에 따라 금주에 이정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cean Parkway와 Robert Moses 주립공원 연결 도로는 Long Island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녕에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역, 주 및 연방 기관들은 수퍼폭풍 Sandy로 인해 

야기된 Parkway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적으로 일해 왔는데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현충일까지 완료하기 위한 궤도와 예산 내에 있음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Joan McDonald와 공원휴양명소보존실(OPRHP)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오늘 공사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공사로는 Gilgo Beach 인근에 파괴된 Ocean Parkway 2마일 구간 

교체와 Robert Moses 주립공원 로터리까지의 손상된 모래언덕 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폭풍으로 씻겨나간 보호 모래언덕 5마일을 대체하고 모래언덕을 따라 자연 식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님은 이 하이웨이 손상의 신속 대응을 지시하였는데 우리의 파트너 기관들과 공사 

청부업체들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주 교통부 커미셔너 Joan McDonald가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는 Long Island의 남부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변과 공원들로 일년에 약 

1000만명의 방문객을 나릅니다. 우리는 도로와 그것을 보호하는 모래둔덕을 재건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여름 관광 시즌을 위해 Parkway가 준비되고 미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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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지사님과 정부내 저의 

파트너들이 Ocean Parkway의 수리를 서둘러 추진하고 Long Island의 멋진 해안선을 보호하는 

모래둔덕을 재건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요커들은 이번 여름에 해변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환경보호부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EC는 Long Island 전역의 재건 및 

해변 보충 프로젝트를 위한 적정량의 모래를 찾기 위해 연방 및 주 기관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해변 보충은 미래의 폭풍 사건시 Long Island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데 이 신속 

추진 공사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뉴욕 소재 세 건설업체들인 John P. Picone, Bove Industries, Tully Construction의 

합작회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개의 연방 및 주 기관들과 당국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Tim Bisho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ong Island 전역의 중요 인프라가 수퍼폭풍 

Sandy에 의해 황폐화되었는데 Ocean Parkway의 재건은 우리 커뮤니티들을 재건하는 긴 과정에서 

반가운 첫 단계입니다. Long Beach에서부터 Montauk Point까지 뻗은 손상을 복구하고 미래 폭풍에 

대한 우리의 방어를 공고히 하는 것은 모든 수준의 정부들 사이의 한결같은 집념과 지속적인 

조율을 요구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겸 상원 교통위원회 의장인 Charles J. Fuschillo,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는 Long Island의 아름다운 남부 해안선으로 주민들과 방문객을 나르는 중요하고 

널리 활용되는 도로입니다. 현충일까지 이 수리 및 복원 공사를 완료하면 Ocean Parkway를 따라 

있는 해변과 공원들은 여름마다 찾아오는 수 백만명의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공사가 일정과 예산에 맞추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신 프로젝트 관련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주 하원의원 David G. McDonoug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수퍼폭풍 Sandy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이 도로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한 Cuomo 지사, 뉴욕주 환경보존부와 

공원휴양명소보존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Ocean Parkway는 Long Island의 최고 해변들에 필요한 

접근로입니다.” 

 

Suffolk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Ocean Parkway에 필요한 

재건과 재활에 신속 대응하도록 리드하고 조율해 주신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Ocean 

Parkway는 Suffolk 카운티의 경제적 활력에 매우 중요한 Long Island 해변의 관문입니다. 일정에 

맞춘 프로젝트 완료는 여름 관광에 의존하는 업소와 년중 해변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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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au 카운티 집행관 Edward P.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질과 많은 

사람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매우 중요한 도로에 신속 대응해주신 Cuomo 지사님과 모든 

관련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는 수퍼폭풍 Sandy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엄청난 진전을 계속 볼 것입니다.” 

 

Long Island 건설협회 집행이사 Marc Herbs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Ocean Parkway 

재건이 여름 시즌을 위해 스케줄 대로 진행됨을 인정하는 데 커미셔너 McDonald와 주 공무원들과 

함께 하여 기쁩니다. 이는 LICA 회원사인 Bove Industries, Inc.와 Tully Construction Co., Inc. 그리고 

Long Island 건설업 종사자 모두의 패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범한 진척은 가장 

가혹한 조건 하에서의 그들의 헌신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일이 추진되게 하는 우리 업계 근로자와 

장비들의 준비성도 증명합니다.” 

 

Ocean Parkway는 15.5마일 길이의 하이웨이로서 Long Island의 남부 해안을 따라 통근자 소통로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을 많은 인기 휴양지와 주거지로 연결합니다. 수퍼폭풍 Sandy는 이 도로와 보호 

둔덕에 유례 없는 손상을 입혀 도로는 근 한 달동안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긴급 작업을 완료하여 11월 24일에 차선과 속도를 제한하여 도로를 

재개통하였습니다. 

 

NYSDOT, 뉴욕주 공원휴양명소보존실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는 이 복구 프로젝트에서 

연방고속도로청 및 미국 육군 공병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ire Island Inlet으로부터 800,000 입방야드의 모래를 해안까지 약 3마일을 파이프로 

운송한 후 그곳에서 트럭이 그것을 이동하여 모래둔덕을 재건하는 데 Virginia주의 하청업체 

Norfolk Dredging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38층 높이의 축구장을 채우기에 충분한 모래입니다. 준설은 

2월 8일에 시작하였는데 모래언덕 대부분이 재건되었습니다.  

 

Ocean Parkway 재건은 금주에 시작되었는데 2마일의 콘크리트 도로 표면 교체가 포함됩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이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수리 및 복구 공사의 대부분에 자금을 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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