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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ULF BROOK 복구와복구와복구와복구와 홍수홍수홍수홍수 완화완화완화완화 조치를조치를조치를조치를 위해위해위해위해 TOWN OF KEENE에에에에 최대최대최대최대 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투자는투자는투자는투자는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타운의타운의타운의타운의 극한극한극한극한 기후로기후로기후로기후로 인한인한인한인한 홍수홍수홍수홍수 위험성을위험성을위험성을위험성을 줄이는줄이는줄이는줄이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목표로목표로목표로목표로 한다한다한다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own of Keene의 홍수를 완화하고 이 지역의 물과 퇴적물을 

운반하는 Gulf Brook의 능력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owns of Jay and Keene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NYRCR) 계획 위원회가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이전 Town of Keene소방서 옆에 있는 상류에서 Ausable River의 East Branch와 

수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Gulf Brook의 총 구간의 복구를 완료하는 업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강둑 

안정화, 수로 확대 및 복원, 지하배수로 설치, 그리고 교량 수정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는 이 

활동으로 9N 도로와 Hamlet of Keene 에 있는 인접 부지로 홍수가 발생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위험을 줄여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극한 기후는 뉴욕에서 새롭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다가올 

무서운 폭우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Town of 

Keene과 Gulf Brook 주변 지역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자연지해로부터 더 잘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뉴욕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Hamlet of Keene은 Gulf Brook이 깎아지른 듯 험한 산 협곡에서 빠져나가 계곡 기단과 만나면서 

형성된 충적 선상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Gulf Brook은 깎아지른 절벽과 Routes 9N와 

73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허리케인 Irene 발생 시, Gulf Brook은 둑이 넘쳐서 작은 마을 중심을 

휩쓸고 지나가 홍수원에 갇혀 있는 수십여 건의 사유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허리케인 Irene은 Essex 카운티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는데, Jay와 Keene 타운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우 발생 시, East Branch에 퍼붓다시피 쏟아진 강수량이 특히 많았는데, 

24시간에 12 인지 넘게 내렸습니다. 폭우의 규모로 인해 East Branch의 100년 된 홍수원 내에 있는 

많은 사유지와 500년 된 홍수원 내 사유지들도 홍수, 퇴적물 및 쓰레기들에 파묻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대성 폭우 Lee는 Irene 발생 1주일만에 이 지역을 강타해 피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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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켰습니다. 

 

폭우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리던 Essex 카운티는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NYRC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주 100여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50개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의 참여자들이 NYRCR 위원회에 참여하여 총액 8억 달러가 넘는 약 600개의 프로젝트를 

건의하였습니다. 각 참가 커뮤니티들은 현지 필요성, 장점 및 과제들을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3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의 “Round 2”를 시작하여 16개의 새로운 커뮤니티까지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다 낫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재건하려 합니다”라고 주지사의 폭우복구 사무소의 

Jamie Rubin 실무국장이 말했습니다. “Essex 카운티 내 커뮤니티들은 폭우 예보가 있더라도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사의 폭우복구 사무소(GOSR)에서 관리하는 NYRCR은 풀뿌리 계획 및 이행 프로젝트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더욱 단단하고 복원력 있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폭우복구 사무소는 초강력 태풍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풍 Lee에 대한 주 

전체의 복구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GOSR은 NY Rising 주택 복구, 

소규모 사업체, 지역사회 재건, 기반시설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주택도시개발(HUD) CDBG-DR 

프로그램 부서를 통해서 지원되는 40여억 달러를 활용하여 뉴욕이 미래의 악천후에 더욱 잘 

대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 stormrecovery.ny.gov를 방문하십시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Keene 주민들과 매년 이 타운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전, Irene이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지만, 이후 연방 차원과 주차원의 주지사 팀, Essex 카운티와 Keene 타운 관리들의 

대대적인 복구 협조가 있었습니다. Irene 복구 자금을 대형 Sandy 보조 기금 법안의 일부로 

포함시켰을 때 이 Keene 홍수 완화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염두해두고 한 것입니다.” 

 

Bill Owe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Keene 지역에 발생할 홍수 위협을 

줄이고 대신 Gulf Brook을 안전한 배수원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ene 커뮤니티와 

함께 향후 닥칠 폭우에 가급적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에 감사 드립니다.” 

 

Keene 타운 장인 Bill Fereb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 자금은 향후 발생할 폭우에 맞서 우리 

커뮤니티들과 소상공인들이 복원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첫 

날부터 도움의 손길과 자원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를 재건하기 위해 힘써주셨고, 그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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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들이 더욱 더 튼튼하게 복원되도록 이러한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ssex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의장인 Randy Doug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강타한 

지난 폭우로 인해 우리는 보다 훌륭하고스마트하게 재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지원 

자금과 다가올 Gulf Brook 개선 활동은 9N과 주변 지역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주시고 우리 커뮤니티들을 계속 돌봐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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