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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MEEKS 하원의원이 BREEZY POINT 종합 해안 보호 시스템을 발표하고,
발표하고
5800만
만 달러 계획 승인을 연방에 촉구

미래의 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이중 사구 장애물 시스템과 만측 침수 및 침식 방지 조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Gregory Meeks 하원의원과 함께 Queens의 Breezy Point를 위한 종합
침수 방지 시스템을 위한 5820만 달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와 하원의원은 위험 완화
교부금 프로그램(HMGP)에 의거한 검토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오늘 제출된 안을
FEMA가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수퍼폭풍 Sandy는 Breezy Point에 전례 없는 수준의 피해를 가져 왔으며 우리가 그 비극으로부터
재건하는 가운데 우리는 미래의 폭풍에 직면하여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식으로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가 수립하였는 데 극한 날씨의
도전에 맞서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탄력성 있는 커뮤니티를
창조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연방 파트너가 이 안을 우리가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인은 Breezy Point를 위한 위험 완화 교부금 프로그램을 위한 안을 FEMA가 승인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어서 Cuomo 지사와 제휴하여 기쁩니다. 우리의 해안 커뮤니티들은 수 많은 생명을
바로 위험 경로에 놓는 상승하는 수면과 악화하는 폭풍 해일에 취약합니다”라고 Meeks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수퍼폭풍Sandy시 심하게
파괴된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이 타입의 파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주지사의 도움으로 Rockaway Peninsula에 있는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이 폭풍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하고 더 탄력성 있게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ueens 보로우 Rockaway Peninsula의 서쪽 끝에 위치한 Breezy Point는 수퍼폭풍Sandy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서양의 파도가 때리는 가운데 상승된 물이 Jamaica Bay의 커뮤니티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폭풍은 또한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고 화재를 일으켜 결국 135채의 집을
태웠습니다. Sandy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약 350채의 집을 잃었는데, 이는 이 커뮤니티의 약
2,700채의 집의 10%가 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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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의 부동산 중 대서양쪽에 위치한 기존 사구 라인을 지속할 제안된 사구 시스템은
지역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자연적인 침수 침식 방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미래의 폭풍 사건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대서양쪽의 이중 사구 시스템과
만쪽의 보완적 침수 침식 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구는 FEMA의 최신 지도에 표시된
100년래의 침수 높이 및 프로젝트의 수명 동안 그 위치에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2.58 피트)과
관련된 힘을 견디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이 사구는 빈번한 정비 필요성 없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중 사구 시스템의 추정 비용은 2060만 달러입니다. Breezy
Point의 NY Rising Community 재건위원회가 채택한 프로젝트 중 다수는 이 커뮤니티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종합 해안 보호 시스템과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Breezy Point 및 Roxbury의 만쪽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각각 침수 및 침식과 싸우는 것으로 입증된
만벽 및 제방의 건설로 보완될 것입니다. 만측 보호의 추정 비용은 3760만 달러입니다.
HMGP 요약
수퍼폭풍Sandy 같은 연방정부 선언 재난 이후의 복구 및 재건 과정 동안에 FEMA는 미래의 재난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교부금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시행하도록 HMGP 교부금을
제공합니다.
이 교부금 프로그램은 주의 탄력성을 증대하고, 미래의 재난 관련 상실 및 손상의 위험을
완화하며, 곤경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FEMA 교부금은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75%를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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