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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13일 

CUOMO 주지사 NY WORKS PROGRAM을 통한 9백만달러에 달하는 홍수 복구 자금 발표  
 

내천 재건 프로젝트 위한 추가 지역 자금 7백만 달러 확보 
 

주지사 각료진 Buffalo 에올버니자전거 대회의 일환으로 Herkimer 카운티에 도착해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urricane Irene과 Tropical Storm Lee에 의해 극심하게 파손된 
뉴욕주의 수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서 23개 카운티에 홍수 대책 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뉴욕주는 7백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 카운티에서 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를 통한 연방정부의 내천 복구 프로젝트의 비연방정부 부응 
기금 요건인 25퍼센트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1천 6백만 달러와 
연방정부와 지역 자금 4천 4백만 달러로 26개 카운티에 걸쳐서 비상 유역 보호 및 홍수 감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uffalo부터  Albany까지 이어지는 Cycling the Erie 자전거 대회의 일환으로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위원 Joseph Martens, NYS Canal Corporation 이사 Brian Stratton, NYPA 
회장 Gil Quiniones 및 Divison of Homes & Community Renewal 위원 Darryl Towns는 오늘 Schuyler시 
시청에서 홍수 복구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Hurricane Irene과 Tropical Storm Lee가 일으킨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서 공공 기반시설과 사유 
기반시설 및 뉴욕주의 수로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수로를 복구하고 향후 
홍수로부터 공공 기반시설 및 사유 기반시설을 보호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NY Works 자금은 뉴욕주의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뉴욕주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Hurricane Irene과 Tropical Storm 
Lee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홍수였으며 이 자금과 추가 지원 자금은 지속적인 홍수 복구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며 뉴욕주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입은 직접적인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홍수 피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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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위원 Joe Martens는 “내천을 복구하게 되면 향후 
폭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DEC와 협조해서 각 지역사회는 향후 
재산피해, 기반시설 피해 및 환경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President, 회장 겸 위원인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는 작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재건을 지속적으로 우선 선결과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금이 가장 필요한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해서 수로뿐 아니라 가정과 사업체가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2001년 Hurricane Irene-Tropical Storm Lee Flood Recovery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urrican Irene-Tropical Storm Lee Flood Mitigation Grant Program을 창안했습니다. DEC와 Empire 
State Development가 자금 신청을 검토했으며 ESD 는 DEC와의 협의하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금지원의 법적 한도액은 5십만 달러입니다. 
 
신청자들에게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타 연방 지원금 및 지역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원금 9백만 달러를 이용해서 이 자금의 일부를 65개의 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EWP) 프로그램에서 
승인하는 프로젝트의 비연방 지원금 부응 기준률인 25퍼센트를 충족하는데 사용해서 연방정부의 
지원금 1천 3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 자금 외에 각 지역의 인적 자원과 
기기의사용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추가 3백 2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25 퍼센트의 비연방정부 부응 자금은 2011년 특수 세션 지원금의 잔여금에서 확보했습니다. 
비연방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18개의 카운티의 68개의 자격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 자금을 통해서 2백 8십만달러의 추가 연방정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천 둑 안정화 및 복구, 모래턱을 통한 내천과 범람원 재연결, 대규모 함 암거 또는 
아치 교량으로 소규모 배수로 파이프 대체, 배수로 파이프 및 교량으로부터 잔해 및 자갈 제거 및 
홍수 이전의 규모와 상태로 내천을 복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폭풍 발생 수개월 후 주정부, 
연방정부 및 지역정부가 내천 피해액을 조사하고 내천 및 관련된 습지의 자연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안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례없이 협력을 했습니다. 
 
DEC는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신청서와 제안된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NRCS와 비연방정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추가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조했습니다. 카운티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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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지원금 부응 기금 합계 

Schoharie 500,000 달러 4,803,374 달러 5,303,374 달러 

Greene 500,000 달러 378,222 달러 878,222 달러 

Tioga 410,959 달러 386,332 달러 797,291 달러 

Delaware 500,000 달러 173,462 달러 673,462 달러 

Ulster 359,347 달러 298,765 달러 658,112 달러 

Broome 397,458 달러 255,574 달러 653,032 달러 

Herkimer 499,657 달러 82,694 달러 582,351 달러 

Schenectady 357,602 달러 163,843 달러 521,445 달러 

Essex 500,000 달러  500,000 달러 

Washington 326,905 달러 157,200 달러 484,105 달러 

Franklin 473,000 달러  473,000 달러 

올버니(Albany) 434,257 달러 29,722 달러 463,979 달러 

Otsego 335,000 달러 123,458 달러 458,458 달러 

Oneida 391,494 45,157 달러 436,651 

Montgomery 409,000 달러 9,249 418,249 

Chemung 370,000 달러  370,000 달러 

Rensselaer 341,260 달러  341,260 달러 

Chenango 330,000 달러  33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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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 324,500 달러 14,562 달러 339,062 

Columbia 302,500 달러 33,064 달러 335,564 달러 

Hamilton 324,379 달러  324,379 달러 

Dutchess 307,682 달러  307,682 달러 

Clinton 305,000 달러  305,000 달러 

Sullivan  17,303 달러 17,303 달러 

Westchester  14,047 달러 14,047 달러 

Tompkins  13,117 달러 13,117 달러 

카운티별 지원금 확보 프로젝트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ec.ny.gov/lands/79243.html. 
 
NRCS 뉴욕주  환경 보호 활동가 Donald Petit은 “뉴욕주 자금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프로그램 자금을 합쳐서 지역사회가 중요한 도로, 교량 및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Irene 및 Lee로부터 피해를 입은 곳의 붕괴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뉴욕주의 땅과 수자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원 의원 James L.  Seward는 “자연재해 발생 직후의 선결과제는 삶을 복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복구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Irene과 Lee의 
발생 이후의 Cuomo 주지사와 주정부의 공식 대응책을 칭찬하며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지방 정부와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ter Lopez 의원은 “작년 홍수 직후 저는 주지사에게 홍수가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내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달성하기 쉽지 않고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주지사가 
지역의 주민들, 농장 및 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Hurricane Irene과 Tropical Storm Lee 복구를 위해서 주지사가 협력해 
주시는 점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Broome 카운티의 Debbie Preston 이사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덕분에 Broome과 인근 지역이 
작년의 홍수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과 2011년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http://www.dec.ny.gov/lands/79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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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로부터 우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로를 치우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andall T. Douglas Essex 카운티 위원회 의장은 "Tropical Storm Irene으로 피해를 본 Essex 카운티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한번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와 DEC 위원 Joe Martens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ay시만해도 도로, 수로, 하수도 및 청소년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3백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었습니다. 주지사의 Essex 카운티 대상 Flood Mitigation Grant 프로그램 
지원금 5십만 달러를 적시에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유지로 밀려온 쓰레기를 자비로 
치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지막 의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Green 카운티의 입법부 의장 Wayne Speenburgh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Cuomo 주지사가 
Hurricane Irene 및 Tropical Storm Lee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준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쁩니다.  Greene 카운티 여러 지역이 전례없는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으며 우리의 지속적인 
복구 노력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서 다행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choharie 카운티 위원회 의장 Harold Vroman은 “Schoharie 카운티는 기록적인 홍수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뉴욕주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천 1백만 달러에 
달하는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프로젝트의 가장 큰 부분을 확보했으며 제공되는 
연방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응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세 기준을 감소시킨 
피해와 주택 소유자, 업체, 농민 및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피해 복구 비용으로 인해서 Towns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었으며 카운티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Irene과 
Lee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수년이 걸릴것입니다. 오늘 주지사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는 
복구에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Delaware 카운티 위원회 의장 James Eisel은 “우리의 내천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을 지원해 
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Delaware 카운티에서는 매우 큰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2011년 8월 이전의 상태로 내천을 복구하기 위해서 매일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달러 1달러가 매우 소중하게 쓰일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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