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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 파손된 유적지의 복구 보조비로 500만
만 달러 지급 발표
주지사 태풍 SANDY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태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14개 역사 유적지에 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유적지의 피해를 파악하고, 재건하고, 보호하는데
사용되어 후손들도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일부가 태풍 Sandy의
공격을 받았으며 악천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자금으로 비영리 단체와 지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를 보호함으로써 유적지들이 뉴욕주 지역사회의 교육 및 관광 자원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국장은 “공원, 공동묘지, 역사 유적지 등은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이며
태풍 Sandy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이렇게 중요한 뉴욕의 자산을
복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급되는 이 자금은 국립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이 제공하며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이 관리합니다. 보조금은 지자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
소유하며 13개의 FEMA 지정 카운티에 위치하는 국가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목록에 포함되었거나 자격을 갖춘 유적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국내 유적지 관리 표준
담당 국장의 규정에 부합하고 유적지 보존 담당실(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이 사전
승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500만 달러에 대한 2차 보조금 신청 정보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 “Woodlawn 공동묘지는 Fiorello LaGuardia에서 Ellington 공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저명한 뉴욕 주민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이며 전국적인 장소로 인정 받는
명소입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Woodlawn 공동묘지에 필요한 청소 작업, 보수 및 복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우선적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준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에 감사

Korean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dia M. Velázquez 여성 하원의원은 “이 보조금으로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여 먼 미래의 후손들도
유적지를 기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 “태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가정과 사업체들을 위한 복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뉴욕시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역사 유적지들도 복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와 국립공원국이 뉴욕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후손들을 위해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im Bishop 하원의원은 “태풍 Sandy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주정부 및 연방
정부가 협력하여 해변과 지역사회를 복구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적지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뉴욕주 동부와
Long Island의 중요한 재산이며 후손들도 이곳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vette D. Clarke 여성 하원의원은 “Prospect 공원은 오랜 세월 Brooklyn 주민들의 명소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태풍 Sandy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우리는 Brooklyn의 후손들을 위해 Prospect 공원과 같은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ris Gibson 하원의원은 “공원 및 역사 유적지의 옹호자로서 저는 이러한 명소 겸 관광지가
안정화되고 복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상 교통편으로 뉴욕이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될
수 있었으며 Saugerties Lighthouse는 우리의 문화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Hudson
Valley 주민들과 Hudson강의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다수의 업체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1차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BRONX
Woodlawn 공동묘지
Woodlawn 공동묘지의 손상된 3곳의 기념비 복원, 약 25개의 추모 묘지의 복원과 기타 태풍의
잔해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공사를 위해 $168,000 지원. 국립공원국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장례 예술의 집합체”라고 인정하는 전국적 역사 유적지인 Woodlawn 공동묘지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Bronx의 문화에 기여하는 정기 강연회 및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OOKLYN
Green-Wood 공동묘지, Brookly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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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Wood 공동묘지에 청소 작업, 조경, 기념비/묘비 복원을 위해 95만 달러 지급. 태풍 Sandy로
인한 피해는 300그루의 수목이 쓰러지는 등 막대했는데 복원 작업에는 3개의 묘와 2개의 묘비
복원, 조경 복원/수목 다시 심기 등이 포함됩니다. 1838년에 미국 최초의 도심형 공동묘지 중
하나로서 건설된 Green-Wood 공동묘지는 유명한 장례 예술 및 건축물이 가장 많은 전국적 역사
유적지입니다.
Evergreens 공동묘지, Brooklyn 소재
Evergreens 공동묘지에 청소 작업, 조경, 기념비/묘비 복원을 위해 $715,000 지급. 1849년에 설립된
이 도시형 공동묘지에는 다수의 장례 예술 및 건축물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 유산인
동시에 공공 용지입니다. 이곳은 넘어진 나무와 파손된 기념비 및 묘비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Prospect 공원, Brooklyn 소재
Prospect Park Alliance에게 Vale of Cashmere라고 알려진 Prospect 공원의 북동부 주변에 있는 수목
밀집 언덕의 조경 복원과 안정화 작업을 위해 $727,970 지급. 태풍 Sandy는 50그루의 나무를
파손하여 주면 구조물을 손상시키고 경사진 풍경을 파손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수목을
복원하고, 태풍으로 손상된 곳을 청소하며, 손상된 바위 구조물 지지대를 재건하고, 언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목과 관목을 다시 심게 될 것입니다.
NASSAU 카운티
Old Westbury Gardens, Nassau 카운티 Old Westbury 소재
Westbury House의 상징적 경관인 South Allee 조성을 위해 3중 식수 복원을 하도록 Old Westbury
Gardens에 $271,260 지급. 웅장한 Charles 2세 스타일의 저택은 200에이커 면적의 정원, 조경 구역,
숲, 연못, 호수로 구성된 장소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South Allee는 강풍과 소금기로 인해
손상되어 독미나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층층나무와 린덴을 상당 부분 다시 심고 복원해야
했습니다.
QUEENS
Queens의 Flushing에 위치하는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의 NYS Pavilion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국(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게 태풍 Sandy의 피해를
파악하고 안정화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NYS Pavilion의 피해 상태를 평가하도록 $127,000 지급.
기본적 수리 작업도 실시 가능. NYS Pavilion은 미국 엔지니어링의 명소로서 국가 사적지에 올라
있으며 1964-1965년에 열린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STATEN ISLAND
Conference House Bluffs, Staten Island의 Raritan Bay 소재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국에게 태풍 Sandy의 피해를 평가하고 이 전국적 역사 유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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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주민 독립 전쟁(Native American and Revolutionary War) 유물 및 Conference House Park의
Waterside Bluffs에 대한 상태 파악/공학적 연구 및 고고학적 조사를 위해 $350,000 지급. 노출된
고고학적 자원은 모두 수집하여 처리되며 미래 피해의 예방을 위해 이 지역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Voorlezer's House, Staten Island의 역사적인 Richmond Town 소재
Staten Island Historical Society가 태풍 Sandy의 전반적 손상을 평가하고 수리 계획 및 장기적 보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역사 구조물 보고서 준비를 하도록 $83,000 지급. 이 ca. 1695 미국 역사
유적지는 종교적 집합소 겸 주거지 역할을 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홍수를 견뎌냈고 전시물, 전기 및 기계 시스템, 주춧돌 유지에 사용된
구조물이 손상되었으며, 구조적 손상도 있었습니다.
Staten Island 공동묘지, Richmond 카운티 소재
국가 사적지에 포함된 Friends of Abandoned 공동묘지의 수목 청소 및 묘지 표지물 재배치를 위한
소급 비용과 추가 비용을 위해 $52,360 지급.
SUFFOLK 카운티
Caumsett 사구 복원구역, Huntington, Suffolk 카운티 Huntington의 Caumsett 주립공원 소재
Caumsett Foundation에게 사구, 모래 트레일, 역사적인 Plank Road의 수리, Caumsett의 수목 복원,
Marshall Field의 Gold Coast 1919 사유지 복원 등을 위해 $201,000 지급. 이 프로젝트에는 해안가
접근 트레일 복원과 관광객 접근성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Downs Farm/Fort Corchaug 현장 복원, Suffolk 카운티의 Southold 소재
Southold 타운에게 Downs Farm/Fort Corchaug Preserve의 산책로에 위험하게 방치된 수목을
제거하도록 $30,000 지급. 이곳에는 접촉기(contact period) 침전물을 보존하는 원주민 포트 지구로
지정된 역사 유적지인 Fort Corchaug 고고학적 유적지가 포함됩니다.
Oak Beach Community Center, ,Suffolk 카운티 Babylon 소재
전 해안 구조대 스테이션을 커뮤니티 센터로 계속 사용하도록 수리 및 복원 비용으로 Babylon
타운에게 $750,000 지급. Ca. 1872에 건설된 이 구조물은 태풍 Sandy를 피해를 견뎠으며 이
보조금으로 외벽, 창문, 출입문, 내부장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Tupper 보트 창고, Suffolk 카운티 Southampton 소재
Southampton 타운이 이 보트 창고를 홍수위보다 2피트 높이 올리는데 필요한 1단계 작업 비용을
위해 $456,807 지급. 이 타운은 10년 전 교육시설로서 식민지 시대 스타일의 이 보트창고를
매입했는데 이곳은 지역의 해양 역사를 기술하고 Peconic Bay/Conscience Point 환경 및 경치,
레크리에이션 구역으로 연결되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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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TER 카운티
Saugerties Lighthouse, Ulster 카운티 소재
이곳의 장기적인 보호 및 접근성을 위해 필수적인 석조 방파제, 보급 선창, 콘크리트 부두를 포함한
구조물을 지원하기 위해 Saugerties Lighthouse 보존물의 안정화 및 수리를 위해 $175,000 지급.
1869년에 건설된 Saugerties Lighthouse는 Hudson강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며 인기 관광지가 되어
여름 동안 국내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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