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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6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FIRE ISLAND에서에서에서에서 MONTAUK POINT에에에에 이르는이르는이르는이르는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대해대해대해대해 폭풍폭풍폭풍폭풍 피해피해피해피해 감소를감소를감소를감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7억억억억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연방연방연방연방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젝트에는프로젝트에는프로젝트에는프로젝트에는 모래언덕과모래언덕과모래언덕과모래언덕과 해변을해변을해변을해변을 복구하기복구하기복구하기복구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긴급긴급긴급긴급 수리수리수리수리 작업이작업이작업이작업이 포함된포함된포함된포함된다다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미육군공병대에게 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Fire Island 

Inlet에서 Montauk Point(FIMP)에 이르는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의 연안 및 만 지역 83 마일 구간을 

따라 자연 발생 폭풍 및 인공 폭풍 보호 방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음을 정식으로 통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IMP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는 허리케인 

Sandy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Fire Island와 Montauk 다운타운에 있는 모래언덕 및 해변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 복구 작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Mastic Beach와 같은 다른 Suffolk 카운티 

인구 밀집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모래언덕의 재보충을 신속히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이러한 해변들은 초강력태풍 Sandy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향후 발생할 폭풍우에 대비해 이 해안선을 더 튼튼하고 세우고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관광 및 경제에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내륙을 보호하는 중요한 천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대책은 연안 지역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들을 향후 발생할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또한 폭풍 해일로 인해 가족 및 재산에 

끼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해변을 복구하고 사구를 개선하는 즉각적인 요구에 대처할 것입니다. 

뉴욕은 우리의 지속적인 복구 활동에 미육군공병대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도 재난구호충당금법(Disaster Relief Appropriations Act)은 FIMP 프로젝트에 7억 달러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미육군공병대는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요소를 다듬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육군공병대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폭풍 해일 강도의 위협을 깨닫고 뉴욕주 환경보전국(DEC) 및 

국무부(DOS)와 협의하여 혁신적인 FIMP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을 따라 

자리한 모래언덕의 보강 작업, 만 주변에 해일을 약화시키는 천연 인프라 설치, 4,000여개의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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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구조물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조물의 보강 작업, 해안선을 따라 자리한 모래의 이동을 

촉진하는 구조 변경 및 정비 작업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 방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FIMP 

프로젝트는 해수면 상승과 지속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강력한 폭풍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역 관리 및 이해당사자들은 제의된 방책들에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인 Charles Schum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승인은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연안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취해야 할 마지막 조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동의하는 식으로 이 중요한 연안 

보호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주는 정식 승인을 

받아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83 마일 해안을 따라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 및 

거주민들은 이제 모래언덕, 모래턱, 해변 형태의 중요한 보호장치들이 설치될 것임을 알고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은 초강력태풍 

Sandy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 연안 지역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천연재해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연방의 전액 지원을 받아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 연안 지역이 재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미육군공병대와 협력한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DEC 장관인 Joe Marten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폭풍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강화하는 데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미육군공병대와 지역 관리들이 합심하여 잠재적으로 

허리케인, 폭풍 해일,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해안선을 관리하고 연안 지역 커뮤니티를 

보호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Suffolk 카운티 장인 Steve Bell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ndy로 인해 남부 해안의 구축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 따라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보호 활동을 위해서 리더들이 FIMP 

계획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가 롱아일랜드를 더욱 튼튼히 재건하는 데 

실질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전에 두 번의 임시 연안 피해 감소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FIMP 지역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만 

서쪽의 해변 모래 설치 및 재보충 작업을 실시한 2006년 West of Shinnecock Inlet 임시 프로젝트와 

해변 보호 모래턱과 모래언덕, 주기적인 모래 재보충 작업이 포함된 1997년 Westhampton 임시 

프로젝트. 또 다른 임시 프로젝트인 Breach Contingency Plan은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해변 두 

곳의 폐쇄를 불러왔고 Fire Island National Seashore 자연보호구역 내에 자리한 세 번째 해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옵션을 두고 평가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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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n.usace.army.mil/Missions/CivilWorks/ProjectsinNewYork/FireIslandtoMontaukPointRef

ormulationStud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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