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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 SANDY에에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파괴된파괴된파괴된파괴된 STATEN ISLAND 해변의해변의해변의해변의 복구를복구를복구를복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주주주주 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 

5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5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예산의예산의예산의예산의 복구복구복구복구 공사는공사는공사는공사는 인근인근인근인근 주택주택주택주택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보호를보호를보호를보호를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정부가 미래의 폭풍에 대비해 필수적인 자연 장벽을 제공할 

Staten Island의 매우 중요한 해변 복구 공사를 위해 59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590만 달러 예산의 복구 공사에는 수퍼폭풍 Sandy 동안에 심하게 파괴된 해변의 

모래언덕 복구 공사를 포함하여 모래 높이를 돋우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해변들은 New Dorp Beach, South Beach, Cedar Grove 및 Oakwood입니다. 계약은 금주에 체결되고 

공사는 그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복구 공사는 Sandy의 전례 없는 파괴의 결과로 미래의 폭풍에 더욱 취약해진 Staten Island 주거 

커뮤니티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Sandy 후에 이 주거 

커뮤니티들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여 본인은 이 복구 절차를 신속히 하고 Staten Island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보호하려고 본인 권한내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주, 지역 및 연방 기관으로 된 팀을 

소집하였습니다. 본인은 심한 폭풍시에 우리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연 장벽을 복원할 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서 기쁩니다.” 

 

구청장 James P. Molinar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Staten Island의 해변을 복원하고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래를 고려한 계획을 세우신 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허리케인 Sandy는 우리 해안선을 바꾸고 재산을 파괴하였습니다. 해변의 많은 

주택들은 바다로부터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일년 내내 침수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첫 

날부터 현장에서 Staten Island가 Sandy의 파괴로부터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특히 

이 새 계획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Staten Island 주민들을 대표하여 저는 이 역사적 폭풍의 여파 

후에 보여주신 지사님의 모든 리더십과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취약한 해안선 복원은 Staten Island의 주민, 특히 해변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상원의원 Andrew J. Lanza는 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 해안선을 따라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장벽을 즉각 복구함으로써 침수를 방지하고 미래의 폭풍에 견디도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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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하고 더 잘 구비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Sandy로 파괴된 많은 

커뮤니티들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계속 지원해 주신 Cuomo 지사께 본인은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Diane Savino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우리 

이웃들을 대표하여 본인은 Staten Island 주민, 특히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 계신 Andrew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개축은 허리케인 

Sandy 동안 잃어버린 일부 보호로 인해 Sandy가 상륙하여 그렇게 많은 파괴와 사망을 야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된 우리의 동부 및 남부 해안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Nicole Malliotak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Sandy에 의해 집이 파괴되어 

재건하기 원하는 동부 해안 주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바다로부터 우리 커뮤니티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우선순위인데 본인은 우리가 더 튼튼하고 더 좋은 Staten Island를 재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하원의원 Joseph Borelli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의 해변은 단순히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중요한 휴양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과 이웃을 위해 긴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Sandy로 황폐화된 해안선이 복구되면 향후에 더 약한 폭풍들 때문에 Staten Island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South Beach로부터 Tottenville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 기관에는 뉴욕주 환경보존부, 뉴욕시 공원과 및 미육군 공병단이 포함됩니다. Cuomo 지사의 

요청에 의거 FEMA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폭풍 

사건으로부터 Nor'Easters 같은 해변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주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퍼폭풍 Sandy가 Staten Island의 이 지역에 있던 모든 모래언덕을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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