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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카나시에 1400만 달러 홍수 보호 프로젝트의 건설 개시 발표

초강력 폭풍 샌디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주정부는 브루클린의 프레시 크릭을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 시작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이 브루클린, 카나시에 있는 프레시 크릭 해안의 위험 구간을 보호하기
위한 1,400만 달러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풍우와 해수면 상승 시 홍수 발생을 줄여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도록 돕고, 폭풍우가 발생하는 동안 해당 지역이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며
해수면 상승과 점점 더 강력해지는 폭풍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나시는 폭풍 해일과 홍수에 특히
취약하며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응력을 심어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프레시 크릭 해안 보호 프로젝트(Fresh Creek Coastal Protection Project)는 FEMA 지정
특별 홍수 위험 지역인 이곳 지역사회의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홍수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GOSR의 하위 파트너인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State
of New York, DASNY)을 통해 이행됩니다.
조수 수문 챔버는 프레시 크릭으로 흐르는 배수구 내에 설치됩니다. 위치는 Avenue K,
Avenue L, Avenue M, Avenue N 및 Seaview Avenue입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 및 기타 잔해물로 막힌 Avenue M의 프레시 크릭 방류구는 철근 콘크리트 폭풍우
하수구 출구로 재건됩니다.
프레시 크릭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자주
겪습니다. 폭풍 해일과 만조 동안 수위가 높아져 물이 모이는 지형이 빗물로 범람합니다.
조수 수문 챔버는 개곡의 물이 배수구를 통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배수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venue M 배수구의 복구는
현재 해안선을 악화시키는 침식의 영향을 완화할 것입니다.
공사는 2022년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아이다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을 마비시키는 폭풍우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폭풍우 인프라가 복구 능력을 갖추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GOSR의 뉴욕 라이징 지역사회 재건 및 인프라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Programs) 부책임자, Eileen Mé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시 크릭 해안 보호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및 풀뿌리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피드백을 얻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전문 지식에 따라 협업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적 투자가 카나시를 보호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ASNY 사장 겸 CEO, Reuben R. McDaniel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날씨
피해로부터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프레시 크릭
같은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에 GOSR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oxanne J. Persau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만조, 해안 지대
폭풍 해일, 강수와 관련하여 프레시 크릭 옆에 거주하여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프레시 크릭 해안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제19상원선거구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과 DASNY에 감사드립니다."
William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대비태세 재난 대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의
복구 능력을 향상시킬 프레시 크릭 해안 보호 프로젝트의 이행을 기대합니다."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프레시 크릭 해안 보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폭풍피해복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를 겪었던 카나시 거주자는 또 다른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기상 상황이 이 지역을 다시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폭풍 피해
경감 프로젝트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Alan Maisel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시 크릭과 주변 해안 지대는 여러 세대
동안 카니시 지역사회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풍
해일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는 지역 사회의 생존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노력은 더 큰 대응 능력을 가진 사우스 브루클린을 만드는 동시에 인프라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서, 특히 카나시와 같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Hochul 주지사, 뉴욕주 의원 및 폭풍피해복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프레시 크릭 시민 협회(Fresh Creek Civic Association) Maria Garret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이 프레시 크릭 자연 보호구역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많은 기관, 선출직들과 일해야 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GOSR 소개
2013년 6월에 설립된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의 복구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성장 주택 복구
프로그램(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지역사회 재건축 프로그램(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 설계에 따른 재건 프로그램(Rebuild By Design
Program) 등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악천후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한 재난 복구 기금인 연방 정부의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으로 4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tormrecovery.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 라이징 지역사회 재건 및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의 위험을 경감하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향식 커뮤니티 계획 과정에서 마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이행합니다.
현재 실행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및 비영리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제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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