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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SUFFOLK 카운티의 주요 연안에서 폭풍 탄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Fire Island 보호 모래 언덕 복원 사업을 위한 계약 및 주 자금 조달은 9월에 시작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 보전국(DEC)은 미국 엔지니어 군단과 Suffolk
카운티와 법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Suffolk 카운티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3단계의 2억 7백만
달러의 연안 폭풍 위험 감소 프로젝트의 일부로 주 자금에서 6천 8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Fire Island 후미에서 Moriches 후미(FIMI)로 알려진 프로젝트는 군단과 Suffolk 카운티와
함께 실시되며 9월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해안선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Superstorm Sandy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서지 폭풍에
취약한 저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육군 군단과 주의 오랜 관계와 Suffolk 카운티의 리더십 덕분에, 이 광대한 해안
프로젝트는 극대화 되어 있고 다음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천 개의 가정을 높이고
그리드를 강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속적인 완화 노력에 구축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가정과
기업은 미래의 어떠한 위기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Long Island의 남부 해안을 미래의 폭풍에서 보호하고 환경에 민감한 방식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라고 DEC 위원 Joe Martens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노력에 감사를 보내고, 우리의 연방 및 지역 파트너의
이 프로젝트를 개발, 계획, 구현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C, 군단 및 Suffolk 카운티는 Fire Island 후미와 Moriches 후미 사이의 19마일로 뻗은 모래 언덕과
해변의 건설을 포함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법적 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Suffolk 카운티는 보호
언덕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re Island에 400개 이상의 영구 지역권을 획득하고 41개의
위험에 처한 개인 소유의 구역을 구매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주 자금을 사용합니다. 오늘 발표 된
주 자금은 궁극적으로 2013년 재난 구호 처분 법(Disaster Relief Appropria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에서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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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I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작업은 Smith Point County 공원에서 이번 가을에 시작합니다.
육군 군단은 이미 조달 노력 진행하고 있으며, 9월의 작업을 위한 건설 계약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Robert Moses State 공원과 Fire Island Lighthouse 기관에서의 작업을 위해
올해 말에 입찰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7개의 Fire Island 지역 사회를 포함하며 필요한
부동산 접근을 획득한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FIMI 프로젝트의 완공은 2016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Tim Bishop은 “저는 뉴욕 주가 Fire Island 후미에서 Moriches 후미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확정 짓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의 프로젝트를 지역의 중요한
연안 보호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연방, 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그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Steve Bellone은 “이는 Suffolk 카운티의 해안선을 더 강하게
재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주의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준 Cuomo 주지사 같은 리더에 감사하고 이번 가을에 시작하는 작업을 위한
하원 의원 Bishop의 꾸준함에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andy 이후의 Fire Island 모래 언덕의 평가는 평균 수준을 보여주며 모래 언덕 건설은 폭풍 이전의
양에서 55% 가량을 유실하였으며 이는 450만 입방 야드의 모래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약 7백만
입방 야드의 모래가 FIMI 해안 위험 감소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큰 덤프 트럭
한대는 약 20 입방 야드의 모래를 운반합니다.
FIMI는 더 큰 “Fire Island to Montauk Point” (FIMP)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는 또한 Suffolk 카운티의
본토에서 미래의 폭풍 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4,500 고위험 건설을 올리고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서식지를 개선하면서 폭풍 해인 및 파도와 관련을 최소화 하는 자연
인프라 사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뉴욕은 또한 군단에 모든 상승 구조에 하수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FIMP의 일부로 만에서의 질소 오염을 줄이고 해안 습지 보호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IMI 및 FIMP의 프로젝트 요소는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과 같은 다른 사업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Fire Island와 본토에 폭풍 일의 위험을 줄이고 가정과 기업 및 인프라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업은 Fire Island에서 침수 및 우측 침해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Smith Point County 공원의 세 침수 지역의
피리 물떼새 서식지를 개선하고 또한 Great Gunn 해안 부근에 새 총리 물떼새의 둥지를 구하고
서식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Superstorm Sandy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요 피리 물떼새의 서식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14년 7월, Cuomo 주지사는 극단적인 날씨에 의한 주택 고도 상승을 추구하는 6,575호의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NY Rising Program을 확대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Korean

주의 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을 통해 3억 달러까지 자금이 사용 가능하며 이 자금은
Superstorm Sandy, Hurricane Irene 및 Tropical Storm Lee의 영향으로 그들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NY Rising을 통해 제공된 기타 주택 복구 지원 이외에도 선택적 주택
고도 상승 및 구제 정책(Optional Home Elevation and Mitigation Initiative)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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