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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홍수홍수홍수홍수 발생으로부터발생으로부터발생으로부터발생으로부터 1주일주일주일주일 후후후후 LONG ISLAND의의의의 모든모든모든모든 주주주주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재개통재개통재개통재개통 발표발표발표발표 

 

Tobay Beach의의의의 Ocean Parkway 포장포장포장포장 공사공사공사공사 완료완료완료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집중호우로 9개의 주요 뉴욕주 고속도로의 폐쇄를 야기한 Long 

Island 홍수 발생으로부터 1주일 후에 모든 고속도로가 복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의 

고속도로는 폭퐁우가 닥쳤던 8월 13일에 복구되었으나 Ocean Parkway와 Meadowbrook State 

Parkway의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교대도 늘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Long Island 도로는 지역의 생명선이며 악천후가 발생한 지난 주 이후에 모든 

도로와 다리를 다시 개통하기 위해 쉼없이 일했던 많은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직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방과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할 것이며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Long Island 주민을 돕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하청업체는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주 

국토방위 및 비상 서비스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그리고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를 포함한 다른 주 기관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 보수작업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 Joan McDonald 국장은 “Cuomo 주지사는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최근에 뉴욕 주민이 태풍, 토네이도와 다른 악천후가 발생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하청업체와 협력했던 교통국의 남녀 직원들은 폭우로 훼손된 

도로와 다리를 더욱 더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는 지난주에 파손된 두개의 아래쪽 도로가 복구된 후 지난 밤에 다시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Town of Oyster Bay의 Tobay Beach에 위치한 가장 동쪽의 아래쪽 도로는 



Korean 

부분적으로 지반이 소실되어 여러 도로를 폐쇄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시 완전히 개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이 지역의 도로포장은 지난 밤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최종 작업은 올 

가을에 완료될 것이지만 단기간 동안 도로폐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Tobay Beach의 시계탑 근처 아래 도로 서쪽의 두번째 하부도로는 지난 주에 경사면 함몰과 

가드레일의 훼손이 지속되면서 모래와 물로 가득찼습니다. 8월 15일인 지난 금요일에 이 지역의 

모든 도로가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지난 주의 폭우로 Hempstead 타운의 Meadowbrook State Parkway의 교각 2개 또한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리의 북동쪽과 남동쪽 모서리에 발생한 경사면 함몰된 부분이 복구되고, 

가드레일의 훼손이 복구되고, 노견을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으며 토요일인 8월 16일에 False 

Creek의 다리가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Sloop Channel의 도로 역시 경사면 복구, 노견 복구와 

가드레일을 수리하고 8월 16일에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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