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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ANDY의의의의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어업에어업에어업에어업에 2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지급을지급을지급을지급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최근최근최근최근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연방예산은연방예산은연방예산은연방예산은 상업적상업적상업적상업적 어업어업어업어업 및및및및 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 낚시낚시낚시낚시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재건에재건에재건에재건에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될될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폭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연안 어업 종사자들에게 주의 최근 

승인된 연안 어업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가용 자금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의거 유자격 기업은 보상되지 않은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최대 50,000 달러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퍼폭풍 Sandy에 의해 가장 많이 황폐화된 지역들도 우리 주 어업의 중요 부분으로서 지역의 수 

천개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경제 활동에서 수 십억 달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가 

말했습니다. “피크 어업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Long Island와 Staten Island의 이 중요한 

산업이 완전 회복에 도달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본인은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연방 자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업 종사자들은 http://nysandyhelp.ny.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oastal-fishing-

industry_4.25.13.pdf로 가거나 1-855-NYS-SANDY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Irene 

또는 열대성 폭우 Lee의 결과로 피해 및/또는 경제적 곤란을 겪은 어업 종사자들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고안된 이 2000만 달러 프로그램은 

주의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재난 복구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난 달에 연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어업은 우리 경제에 중요하고 일자리를 뒷받침합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 중요한 산업이 Sandy 동안에 

겪은 손해를 회복하고 전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하도록 돕는 데 씌어집니다.” 
 

폭풍 Sandy는 뉴욕주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어업에 커다란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Sandy로 인한 

연안 어업의 피해액은 총 7700만 달러(주의 레크레이션 낚시 부문 5800만 달러 및 상업 어업 부문 

19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환경보호부장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andy의 영향을 입은 지역 방문에서 저는 

Sandy의 여파로 어업이 당한 피해를 직접 보았습니다. Cuomo 지사님이 옹호한 이 자금은 

레크레이션 낚시업 및 상업 어업이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업은 주의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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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요한 경제 엔진이기 때문에 DEC는 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해양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은 Sandy의 충격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는 2013년 낚시 

시즌을 위해 다시 튼튼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교부금은 우리가 시즌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염수 낚시꾼들과 해양업 소유자들은 Cuomo 

지사님과 스탭들이 Sandy 후에 제공한 강력한 리더십과 지원에 정말 감사하며 특히 이 교부금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레크레이션 낚시 연맹의 회장 겸 

뉴욕스포츠낚시연맹의 회장인 Jim Hutchinson이 말했습니다.  
 

“NY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은 Sandy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길이 아직도 멉니다. 

일부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건하고 있고, 많은 업소들이 곤란한 재정적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모두는 회복력이 있어서 NY의 낚시 커뮤니티를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신문 헤드라인이 퇴조함에 따라 참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을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님과 그의 스탭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여전히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그 목표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라고 Regal Marine Products의 부사장 Melissa Dearborn이 말했습니다. 
 

2011년에 뉴욕주의 상업 어업은 50억 달러의 매출액을 생성하여 주 총생산에 18억 달러를 

기여하였고 광역 경제에 42,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주의 해양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은 3억 69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생성하여 주 총생산에 2억 1200만 달러를 기여하였고 광역 

경제에 3,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 및 상업 염수 낚시는 Long Island의 많은 훌륭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많은 사람에게 삶의 방식입니다. 직무에서 본인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이 

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Cuomo 지사, 본인의 의회 동료들 및 Long Island의 우리 어민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염수 낚시 면허료의 폐지에 이어 우리 낚시 산업이 수퍼폭풍 Sandy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연안 산업 교부금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단계를 

추진하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상원의원 Lee Zeldin은 말했습니다.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은 10,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 해양 기반 경제의 

이 중요한 측면이 다시 일어서서 이번 시즌에 가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해양 기반 

경제가 Sandy의 파괴적 충격 후에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Long Island 

주재 요원으로부터 Albany의 직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레크레이션 낚시 산업에 

대한 이 전례 없는 지원과 그 가치 인정을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을 품게 

합니다”라고 뉴욕낚시용구상협회 대변인 John Mantione가 말했습니다.  
 

“NY Sea Grant는 허리케인 Sandy가 가장 심하게 영향을 입은 우리의 해안 주민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지속적 효과에 대해 아직도 우려합니다. Sea Grant 요원은 구제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낚시 업계, NYS DEC 및 기타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연안 소업주들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우리 사무소에 접촉하여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용할 수 



 

Korean 

있는지 판단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그들이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Cuomo 지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NY Sea Grant는 낚시꾼들을 해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연안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New York Sea Grant의 이사인 

James Ammerman이 말했습니다. 
 

낚시업은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50,000 달러를 넘거나 또는 미래의 폭풍으로 인한 유사 피해를 

예방하도록 돕기 위한 특별 완화 교부금을 위해 주의 소기업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교부금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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