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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IAGARA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침수침수침수침수 복원력복원력복원력복원력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27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Y Rising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으로계획으로계획으로계획으로 제안된제안된제안된제안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심한 침수로 인한 상습적 손괴를 해결하는 Niagara 

카운티 NY Rising 커뮤니티 재건 계획에서 제안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27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여름에 이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들은 침수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겪었는데, 이 보조금은 미래의 침수와 극한 날씨로부터 더욱 복원력을 

발휘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극한 날씨와 심한 폭풍은 점점 더 새로운 정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서 더욱 복원력을 발휘하고 더 잘 대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Niagara 카운티의 잠재적 취약성을 줄이는 필수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들을 미래의 

침수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NY Rising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수퍼폭풍 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의 힘을 복돋우기 위한 상향식 계획 절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에 의해 2013년 4월에 수립되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통한 6억여 달러의 연방 교부금에 의해 충당됩니다. 

2013년 여름 폭풍 후에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히 Niagara 카운티의 노력을 위한 

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추가 1500만 달러를 보태었습니다. 
 

주무부주무부주무부주무부 장관장관장관장관 대행대행대행대행 Rossana Rosad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무부는 미래의 재난에 

대해 Niagara 카운티를 대비시키고 이러한 커뮤니티들의 안녕에 필수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위한 주지사의 복원력 계획 노력을 뒷받침하여 기쁩니다."  
 

Niagara 카운티 NY Rising 커뮤니티 재건 계획 위원회가 수립한 다음 프로젝트들이 

지역의 침수 피해에 큰 취약성을 해결할 것입니다:  
 

• Lockport시시시시 High Street의의의의 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 분리를분리를분리를분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50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2013년 6월의 

심한 침수는 Lockport시 하수 시스템에 큰 피해를 야기하여, 600여명의 주민들과 

시 인프라 대부분이 영향을 입었습니다. High Street에 새 우거수 메인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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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설치하면 우거수를 현재의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빼돌려 심한 날씨 사태시 

하수가 쌓일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 Lockport 타운타운타운타운 양수장의양수장의양수장의양수장의 비상비상비상비상 발전을발전을발전을발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325,000 달러달러달러달러. 2013년 6월 Lockport 

타운에 5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을 때 Lockport의 위생 하수 시스템에 있는 주요 

양수장이 정전되어 하수 시스템이 정지됨으로써 지하실 백업이 전체 주거 

부문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ockport 시스템 전체의 주요 양수장에 

영구 비상 대기 발전기를 설치하여 미래의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주거지와 업소들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Niagara Falls시시시시 폐수처리장의폐수처리장의폐수처리장의폐수처리장의 비상비상비상비상 발전을발전을발전을발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35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Niagara Falls 

폐수처리장(WWTP)은 정전시 응축수 저장소의 가동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된 백업 전원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iagara Falls WWTP 내의 비상 

배전 시스템을 확장하고 용량이 작은 디젤 예비 발전기를 비상 조건 하에서도 

WWTP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첨단 대형 장비로 교체할 것입니다. 

 

• Niagara Falls시시시시 하수하수하수하수 수거수거수거수거 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 비상비상비상비상 발전을발전을발전을발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325,000 달러달러달러달러. Niagara 

Falls시 하수 수거 시스템은 영구 백업 전원이 없기 때문에 폐수 적체에 취약하여 

정전이 확산되는 경우 시 전역의 지하실이 처리되지 않은 폐수로 잠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을 지하실 침수와 미처리 폐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Niagara Falls 하수 수거 시스템의 중요한 응축수 저장소에 영구 

발전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 Wheatfield 타운타운타운타운 하수하수하수하수 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 예비예비예비예비 발전기를발전기를발전기를발전기를 위한위한위한위한 20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Wheatfield 타운 

주민들은 심한 날씨 사태가 야기하는 정전의 경우 하수 시스템 적체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운 전역의 하수 양수장에 비상 

예비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의 커다란 침수를 완화하고, 역류를 청소하기 

위한 정비비를 줄이며, 폐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건강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의회의회의회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 Keith McNa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iagara 카운티는 

Cuomo 지사의 Niagara 카운티 침수 복원력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Niagara 카운티를 미래의 악천후 피해, 재난 및 침수뿐만 아니라 수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 준비시킬 것입니다." 
 

Lockport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Mark Crock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수장의 비상 

백업 발전기를 위한 이 보조금을 받아 흥분됩니다. 우리가 양수장을 펌프와 비상 백업 

발전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2단계 계획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절호의 시기에 

보조금이 왔습니다. Lockport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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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field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Robert Cliff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heatfield는 하수 

양수장이 오래된 저지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면 미처리 하수가 

주택과 업소에 쌓여 지독한 난장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같은 거대한 

폭풍시에 우리는 양수장에 연결할 수 있는 발전기가 2대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업요원을 동원하여 이러한 발전기를 연결할 때쯤이면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찬 지하실보다 무엇이 더 나쁠 수 

있을까요? 이 발전기들은 이러한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재정적 및 개인적 손실을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Albany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발전기들이 설치되도록 

주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Lockport 시장시장시장시장 Ann McCaffr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Lockport시를 

위해 희소식입니다. 2013년에 우리는 많은 주민들과 업소들에 영향을 끼친 커다란 침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 보조금이 마련되어 우리 

인프라를 개선하여 미래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니셔티브를 

후원해 주시고 미래의 침수에 대한 복원력을 증대할 기회를 주신 Cuomo 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Niagara Falls 시장시장시장시장 Paul Dyst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백업 전력은 침수 비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관건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택 소유자의 끔찍한 악몽인 지하실 침수를 

최소화할 보조금을 주신 Cuomo 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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