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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26일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HURRICANE IRENE 후후후후 재건된재건된재건된재건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UPPER JAY 소방서의소방서의소방서의소방서의 준공준공준공준공 발표발표발표발표 

 

Hurricane Irene의의의의 3 주년주년주년주년 기념과기념과기념과기념과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소방서의소방서의소방서의소방서의 리본리본리본리본 커팅식이커팅식이커팅식이커팅식이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졌습니다졌습니다졌습니다졌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Hurricane Irene의 결과로 파괴 된 후 재건된 Jay 타운의 새로운 

소방서의 준공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Hurricane Irene이 북부지역에서 지역 사회와 뉴욕의 

다른 지역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온 지 3년이 지난 오늘, 소방서의 리본 커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Upper Jay 소방서의 건설은 자금 1.5 백만 달러로 지원되었고 이는 Cuomo 주지사가 지난 9 

월 발표했으며 또한 Jay 타운과 보험 회사 사이에서 2012 년 6 월까지 주 정부가 돕겠다는협정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Hurricane Irene이 3 년 전 북부지역에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주정부가 지역 사회를 복구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Upper Jay 소방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건물은 Irene 피해기간 동안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우리의 정부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새로운 소방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시설을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왜냐면 이는 우리를 

뉴요커라고 정의하게 하는 회복이 빠른 정신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부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주 정부의 이야기, Jay 타운의 이야기입니다. - 일이 힘들어 질 때 우리가 함께 갈 

것이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 질 것입니다.” 

 

Hurricane Irene이 휩쓰는 동안 극심한 피해로 고통 받은 결과로, 옛 소방서는 Town Code 

Enforcement Officer(타운 조례 집행관에 의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덜한 새 장소에 새 

소방서를 구축하기 위해 Jay 타운과 보험 회사 사이에 2012 년 6 월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새 

소방서가 건설되면 Upper Jay 소방지구는 지구의 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방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새로운 땅을 구입하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2,783,441달러였습니다. 타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불할 돈으로 보험, 

지자체 채권의 자금과 커뮤니티 및 FEMA에서 거둔 자금 등 1,286,765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496,676달러의 나머지 격차를 채우기 위해, Essex 카운티는 2013 년 9 월에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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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에 의해 허용된 NYS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CDBG)에 자금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 Cuomo 주지사는 Hurricane Irene 후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 받은 북부지역에서의 두 번째 

소방서입니다. Keene 타운, 역시 홍수에 의해 기차역이 파괴된 지역은 새로운 최첨단 소방서가 

뉴욕 주정부의 자금 825,000달러에 의해, 2013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우리의 긴급 구조원들은 다른 이들이 도움을 요청 할 때 달려가기 위해 

리틀 리그 게임에서 홈런을 보지 못하고 따뜻한 저녁식사와 충분한 수면시간을 희생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Irene이 공격할때, 그들의 희생과 영웅정신이 시험에 들며 우리사회를 

천으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보호를 위한 실 역할을 해 줍니다. 그들의 –두 번째 집-이나 

마찬가지인 소방서는 파괴되었지만 이 소방대원들의 결의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 지방 선출직 공무원과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일한 결과, 새로운 

소방서가 건설되고 오늘 완공되었으며 이는 이 커뮤니티가 더욱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Dan Stec 의원은 “Irene은 Upper Jay 소방서에 입힌 심각한 피해를 포함하여 북부지역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긴급구조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해왔으며, 자는 뉴욕주가 재건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를 계속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ssex 카운티의 위원회 대표 Randy Douglas는 “Essex 카운티는 Hurricane Irene으로 인한 놀랄만한 

피해들을 보았으며, 이는 깊은 충격을 받은 가족, 기업, 거의 모든 우리 지역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폭풍 이후 삼 년간 우리의 삶을 이전 보다 더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해왔기에, 

우리는 Cuomo 주지사에게 친구로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소방서로, Jay타운은 또 다른 기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왔을 때 타운의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더욱 적절하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지사, 우리의 첫 번째 구조대원들, 그리고 소방서와 지역 재건을 위해 도와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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