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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앰스터댐시와 쇼하리 빌리지에서의 위험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자금 210만 달러 지원 발표 

 

앰스터댐의 Dove Creek를 따라 있는 침식으로 손상된 콘크리트 옹벽 신설을 위해서 

130만 달러 투자 

 

쇼하리 빌리지에서 Spring Brook 인근의 홍수 취약 지구 경감 조치를 위한 설계 및 

분석을 위해서 838,366달러 투자 

 

Cuomo 주지사는 오늘, 혹독한 폭풍과 홍수로부터 야기되는 홍수, 바람 및 정전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210만 달러가 넘는 연방 위험 경감 기금이 앰스터탬시와 

쇼하리 빌리지에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혹독한 기후가 

새로운 일상적 상태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대자연이 초래하는 여하한 재해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들이 보다 복원력을 가지고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자금 지원은 앰스터댐과 쇼하리에서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시키도록 돕고, 이 지역 주민들이 격게 되는 폭풍과 홍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John P. Melvi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 지방, 주 및 

연방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또 다른 모범 사례입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FEMA는 기존의 손상된 옹벽에 대한 파괴 및 제거와 Dove Creek 지층의 청소를 위해서 

앰스터댐시에 1,324,744달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상태로부터 변화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침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블록으로 성형되고, 

겹겹이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옹벽이 손상된 부분을 대체할 것이며, 무거운 석재 

충전재가 Dove Creek 제방을 따라서 그 밖의 침식 구역에 설치될 것입니다. Dove Creek 

안정화 프로젝트는 West Main Street 및 Steadwell Avenue 교차점 구역에서 시작해서, 

대략 1,300피트 연장될 것이며, St. Mary’s Hospital 입구 근처의 Steadwell Avenue 바로 

북쪽에서 끝날 것입니다. 종전에 FEMA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1단계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182,5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쇼하리 빌리지는 많은 비와 눈, 그리고 해빙에 뒤따르는 것으로서, Spring Brook가 그 

제방을 범람하게 야기할 수도 있는 주기적인 홍수에 취약한 낮은 지대에서의 재발하는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적인 엔지니어링 설계와 허가 절차를 위해서 838,366달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성요소에는 빌리지 전체의 폭우 개선 및 Hilgert Parkway 폭우 펌프장을 

위한 규모 요건 결정을 위한 현재의 배수 용량 분석 수행, 폐수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한 

둔덕 설치, 동영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설치, 처리장으로의 폭우 유입 폭증을 

방지하기 위한 취수 시스템의 슬립 라인 설정 및 라인 교체, 그리고 Fair Street Lift 

Station에서 자동 전송 기능이 구비된 고정식 발전기 설치가 포함됩니다.  

 

FEMA는 주 정부가 주의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향후의 재해와 연관된 손실 및 손상 

위험을 경감시키며,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선 순위 업무를 확립하도록 

허용하는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이 프로젝트들을 승인했습니다. 수퍼폭풍 

Sandy가 뉴욕주의 여러 지역을 황폐화시킨 후, Cuomo 주지사는 최근의 자연 재해 

속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복원력을 갖고, 보다 똑똑하며, 강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신청서들을 제출하도록 정부와 주 전역의 비영리단체에 

요구하였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임원 Matthew L. Ossenfor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방, 주 및 

지방 협력기관들 사이에 공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협업함으로써 매우 긴요한 복원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되어 특히 기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지역들이 혹독한 기후에 대비해서 보호 조치를 구축하고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지사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카운티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체 지역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관이자, 재해 시에 그 

서비스 제공이 더욱 더 중요한 기관인 St. Mary’s Hospital의 안전 보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우리 지역의 NY Rising 위원회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앰스터댐 시장 Michael V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앰스터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때, 복구 과정에 있어서의 또 다른 진전입니다. 우리가 홍수, 바람 및 정전에 

대비한 보호조치 제공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추가 자금 지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준 

주지사실에 감사드립니다. Dove Creek 프로젝트는 이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쇼하리 빌리지 시장 John J. Bor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FEMA가 이 프로젝트 

진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 매우 기쁘고 흥분됩니다. 이 자금 지원은 우리 빌리지의 

인프라를 위해서 장기적인 보호조치와 복원력을 제공하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수준의 폭풍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쇼하리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 Earl Van Wormer,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돕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전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들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협업 방법에 

관한 또 다른 모범 사례입니다.” 

 

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및 그 소속의 4개 부서(대테러, 재난관리, 

화재예방통제 및 상호운용비상통신)는 테러리즘, 그리고 인간에 의하거나 자연에 의한 

재해,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이에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서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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