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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해변해변해변해변 복구복구복구복구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진행상황을진행상황을진행상황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초강력초강력초강력초강력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로로로 파괴된파괴된파괴된파괴된 해변과해변과해변과해변과 연안연안연안연안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복구복구복구복구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강화하다강화하다강화하다강화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는 4월 Staten Island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 작업을 

위해 3월에 입찰을 발표하는 것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파괴된 해변을 복구하고 향후 발생될 

폭풍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화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복구 작업은 

메트로 뉴욕시 지역과 Long Island에 있는 다른 연안 지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DHSES와 DEC를 포함한 주정부기관에게 연방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해변 및 연안 지역 

복구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폭풍에 취약한 해안지대와 주변 거주지역을 보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Sandy 피해를 복구하고 우리 지역을 재건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가진 천혜의 해안 장벽을 강화하는 작업은 신중을 기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보다 스마트하고 강력한 재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주도하는 해변 복구 작업에는 미육군 공병단, 블룸버그 시장 사무국, DEC, DHSES, FEMA와 

함께 하는 주간 회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시공원국은 Staten Island 프로젝트를 비상 보호 

조치로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초강력 태풍 Sandy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Staten Island의 연안 지역을 위해서 현지 

및 연방 파트너들과의 복구 관찰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조 활동은 Coney Island와 

Rockaways에 시행될 예정인 공병단 프로젝트가 올 여름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taten Island 재건 작업을 위한 기금의 최소 75%는 FEMA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올 것입니다. 

뉴욕주의 요청에 따라 FEMA는 이 기금이 신속히 사용되도록 처리해줄 것입니다. 

 

미 하원의원인 Michael Grim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가 Staten Island를 

초토화시키기 전에 저는 공병단에게 연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취약한 해안지대를 보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저는 이 점을 시간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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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주정부, 현지 정부 및 연방정부 관리들에게 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우리의 이런 

우려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처럼 시급한 일을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 활동에 보여주신 

리더십으로 우리는 우리의 해변 복구 작업에 빨리 나서서 홍수를 예방하고 향후에 발생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