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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의 폭풍 피해 복구력을 개선하기 위한 2,04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에 대해 발표

현지 지역사회 재건위원회(Community Reconstruction Committee)들 선정한
프로젝트, (1) 롱비치 비상관리국(Long Beach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설립, (2) 전력회사 인프라 복구력 강화, (3) 영구 발전기 설치, (4) 침수에 취약한 도로 높임
공사, (5) 배수 시스템 개선.
4,11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NYRC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가을에 진행되는 8 건의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계속 복구하기 위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사회들이 극심한 악천후에 대한 대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롱아일랜드에서 2,04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올가을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올가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프로젝트의 4,110만 달러가 넘는 기금 중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는 기상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재건하고 강화해서 뉴욕 주민을 계속 보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파트너들이 선정한 이 투자는 취약한 롱아일랜드 지역사회가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기상 사태에도 견딜 수 있도록 현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들이 미래의 극심한 기상
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이 기금은 자연 재해 발생시 복구
활동을 계획하는 현지 지역사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들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도록 복구하고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8 건의 프로젝트는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기획위원회(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 위원들이 인접 지역사회를 위해 우선
과제로 파악한 프로젝트들이며,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이 재정 지원하는 수백 건의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Cuomo 주지사는 스스로 필요한 것과 취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해당 타운과 빌리지를 보호하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구 및 복원 과정에 있는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RCR)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이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RCR) 프로그램은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정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를 위해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포트 채널 횡단시설 전력 개선(Freeport Channel Crossing Electrical
Improvements) 프로젝트, 프리포트 빌리지 - 700만 달러: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자치체 소유의 전력회사인 프리포트 일렉트릭(Freeport Electric)은 43,000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 전력회사의 인프라는 고정되지 않은 선박과 떠다니는 잔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과 상업 고객 3,700 명, 홍수 사이렌 3 개, 소방서 2 곳, 하수 처리장 2
곳, 학교 2 곳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빌리지의 주요 경제 구역인 노티컬
마일(Nautical Mile)에서도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프리포트 채널 횡단시설 전력 개선
프로젝트(Freeport Channel Crossing Electrical Improvements Project) 공사로 프리포트
채널(Freeport Channel) 아래의 케이블을 교체합니다. 이 케이블은 빌리지 주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 공사로 전체 인프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송전 케이블의 파손으로 인한 부상과 화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송전 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주민과 사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여름에 착공되었습니다.
이스트 볼드윈 로드 도로 높임 공사(East Baldwin Road Raising) 프로젝트, 헴스테드
타운 - 210만 달러: 이스트 볼드윈의 운하를 따라 진행된 인근 지역의 개발은 침수 지역이
발생하기 전인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에, 특히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과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 주변 도로는 매월
만조 기간 동안 조수로 인해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및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길거리 쓰레기 수거 및 우편 배달과 같은 공공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스트 볼드윈 로드 도로 높임 공사

프로젝트(East Baldwin Road Raising Project)는 교통 인프라 및 주택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주거 지역 도로를 높이고 일련의 배수 개선 공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공사는 지난 여름에 착공되었습니다.
비상관리국 설립(Establishment of an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프로젝트,
롱비치 시 - 179만 달러: 롱비치 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시청 내의 기존 공간에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을 설립합니다.
이로써 롱비치는 나소 카운티 비상관리국(Nassau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연계하여 위험 사태에 대비해서 실행가능한 조치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11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주요 시설을 위한 영구 발전기(Permanent Generators for Critical
Community Facilities) 프로젝트, 오스터베이 타운 - 210만 달러: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계획(NYRCR Planning) 과정 동안에, 매서피쿼 자치위원회(Massapequa
Committee)의 위원들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로 인해 발생했던 광범위한
정전 사태와 같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역사회 주요
시설을 위한 영구 발전기 프로젝트(Permanent Generators for Critical Community
Facilities Project)는 대형 폭풍우가 발생한 후에도 긴급 대피소, 커뮤니티 센터, 소방서
등에 예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 번 재해 발생시, 전략적으로 선택한
주요 자산과 대피 장소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구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이는
긴급 정보 및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비상시 시설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불어 주민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합니다. 공사는 지난 9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공원 및 해안가로 이르는 경로 개선 공사(Path to the Park/Shoreline Improvements)
프로젝트, 사우스 벨리 스트림(South Valley Stream) - 380만 달러: 2011년과 2012년에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이 발생한 이후, 사우스 밸리 스트림(South Valley Stream)의
지역사회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잦은 침수 사태를 경험해 왔습니다. 공원으로 이르는
경로 개선 프로젝트(Path to the Park Project)는 “경로(The Path)”로 알려진 보행자
산책로를 따라 해안가를 개선하고 복원하며, 더불어 브룩 로드 파크(Brook Road Park)에
인접하여 다양한 자연 요소, 친환경 인프라, 침수되지 않는 해안가를 조성해서 선형적인
하천을 복원하고 강둑을 고정시키는 복합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개선 공사는
다음 번 폭풍 피해를 완화하고 침수를 줄이면서 이 지역의 전반적인 복구력을 개선하는
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사는 이번 달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된 서퍽 카운티의 기금 수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소방서 영구 발전기(Main Firehouse Permanent Generator) 프로젝트, 아미티빌
빌리지 - 522,500 달러: 중앙 소방서 영구 발전기 프로젝트(Main Firehouse Permanent

Generator Project)는 아미티빌 소방서(Amityville Fire Department)에 영구적인 비상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이로써 다음 번 폭풍우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소방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는 10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레이터 베이 쇼어 발전기 복원 프로젝트(Greater Bay Shore Generators Resiliency
Project), 베이 쇼어(Bay Shore) 및 브라이트워터스 - 266만 달러: 악천후 발생 기간과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복구 능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레이터 베이 쇼어 발전기 복원 프로젝트(Greater Bay Shore Generators
Resiliency Project)는 베이 쇼어 소방서 본부(Bay Shore Fire Department Headquarters),
브라이트워터스 빌리지 홀(Brightwaters Village Hall), 기독교 청년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아이슬립 타운의 2 번 애비뉴 하이웨이 야드(2nd Avenue
Highway Yard)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시설에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자산에서 예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그레이터 베이 쇼어
지역사회의 복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는 11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시니어 센터 영구 발전기(Rainbow Senior Center Permanent Generator)
프로젝트, 린덴허스트 - 522,500 달러: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발생한 기간
동안, 린덴허스트 소재 몬턱 하이웨이(Montauk Highway) 남쪽의 모든 주택 약 1,600
채가 최대 5 피트의 물에 침수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정전 사태 및 잔해 쓰레기가 도로를
막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여, 즉각적인 복구 활동이 힘들었으며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받거나 생활 용품을 얻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린덴허스트 소재 레인보우
시니어 센터(Rainbow Senior Center)에 영구 발전기를 설치하여, 폭풍우 발생 전후에
시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시설에 예비 비상 전원을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가 복구력을 갖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는 11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의 롱아일랜드에 대한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및
인프라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Program)의 Jeanmarie Buffett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수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사안 및 자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근의 폭풍우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려는 압도적인 열망과 그 과정에서 향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구현합니다.”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리를 물고 폭풍우가 발생한 수년
동안, 우리는 특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 복원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의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 주민보다 이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대형 폭풍이 우리
지역사회를 강타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첫 임기 동안,
저는 롱아일랜드 몫으로 주정부 보조금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 제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롱아일랜드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주정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해 온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주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동료 여러분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가 직면하게 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기후와 규모와 빈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폭풍을 고려할 때, 이
기금은 우리 사우스 쇼어 지역사회의 복구력에 대한 필수적이고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토대로 하는 아이디어는 다음 번 폭풍이나 홍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Schumer 연방 상원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Christine Pellegri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번 폭풍우가
롱아일랜드의 사우스 쇼어를 강타할 때, 만약이란 없습니다. 주정부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어 온 우리 주택소유주 및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정전은
폭풍우 그 자체만큼이나 치명적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의 보조금 210만 달러로 매서피쿼 및 매서피쿼
파크(Massapequa Park)를 비롯한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긴급 대피소 및 소방서들이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Kimberly Jean-Pierr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전기들로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비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대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들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번 폭풍우에 대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기금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ndrew R. Garbari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 지역의
폭풍우 피해 복구력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된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과거에
목격했듯이 정전 사태는 폭풍우 피해 복구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레이터 베이 쇼어 발전기 복원 프로젝트(Greater Bay Shore Generators Resiliency
Project)는 극심한 기상 사태와 정전 발생시에도 중요한 지역사회 시설들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세금을 훌륭하게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Melissa Mill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입힌 피해는 뉴욕주 하원의 20 번 선거구(20th
Assembly District)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이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에 약
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에 관리국이 설립되는 것은 현지 지역사회에 엄청난 자신이 될 것이며 폭풍우
대비를 돕게 될 것입니다.”
Michaelle C. Solag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폭풍우 피해 복구력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인정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우스 밸리 스트림(South Valley Stream) 공사에 380만 달러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신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구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치입니다. 점점 더
혹독해지는 악천후로 인해 롱아일랜드 지역의 홍수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활동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Brian Curr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악천후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지역사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부가 1,6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민을 위해 이 기금을 확보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폭풍우 복구 활동에 있어 서퍽 카운티의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빈도와 강도 양쪽 측면에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악천후와 관련된 재난에 직면하여 대비할 수 있는 도구와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뉴욕주는 카운티와 끊임없이 협력해 왔습니다. 린덴허스트,
아미티빌, 베이 쇼어-브라이트워터스의 서퍽 카운티 사우스 쇼어(South Shore) 홍수
상습 발생 지역에 발전기 3 대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 지원은 악천후 기간 동안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여 각 지역사회의 복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서퍽 카운티가 모든 폭풍우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을
실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우려를 다시 청취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1,67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는 나소 카운티 상습 홍수 발생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악천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헴스테드 타운의 Laura Gille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홍수 예방 및
복구력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비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사우스 밸리 스트림(South Valley Stream)에 새로운 비닐 물막이
벽을 설치하고 볼드윈의 중요한 배수 시설을 개선하며 도로 재건 공사를 시행하여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주택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헴스테드 타운이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슬립 타운의 Angie M. Carpent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운의 폭풍우 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주정부가 후원한 프로그램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빌론 타운의 Rich Schaff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악천후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바빌론 타운의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중요한 복구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뉴욕주의 최신 사례일 뿐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님,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님, Kimberly Jean-Pierre 뉴욕주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Joseph Saladin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 특히 매서피쿼를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휩쓸고
지나간 후, 지역사회 주요 시설을 위한 영구 발전기 프로젝트(Permanent Generators for
Critical Community Facilities Project)를 위해 21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긴급 대피소, 커뮤니티 센터, 소방서 등이 대형 폭풍우가
발생한 기간이나 그 이후에 예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발전기로 우리
지역사회가 홍수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잠재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상 운영을 지속합니다.”
린덴허스트의 Michael Lavorata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지역사회들을 강타한 기간 동안 린덴허스트 빌리지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인보우 시니어 시티즌 센터(Rainbow
Senior Citizen Center)에 설치될 150 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해
뉴욕 성장(New York Rising) 프로그램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비 전원 공급 장치는 자연 재해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주민들, 특히 고령의

주민을 위해 빌리지가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리포트의 Robert Kenned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빌리지
세금(Village Tax)을 인상하지 않고 프리포트가 더욱 복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프리프로트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29일,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는 롱아일랜드에서 머물면서 17
피트 높이에 해당하는 폭풍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 섬의 주택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총 피해 비용은 잔해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총 80억 달러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대규모의 토지가 침수되었고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상당한
양의 잔해가 마당에 버려지거나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훼손된 송전선은 이동을
방해하고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5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롱아일랜드의 22 곳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s) 66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필요성과
자산에 영감을 받아 수백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YRCR Committees)는 (1) 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재건하고, (2) 인프라를 강화하며, (3) 미래의 재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4)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650 회의 계획 회의와
250 건의 대규모 공개 참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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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과 더불어 뉴욕 성장
프로그램(NY Rising), 주택 복구 프로그램(Housing Recovery Program),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 설계에
따른 재건 프로그램(Rebuild By Design program) 등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악천후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역사회
재개발 정액 보조금 재해 복구 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으로 4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tormrecovery.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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