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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의 커다란 해안 침식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해안선 재구축
주지사 FIRE ISLAND의
협정 발표
20,000 입방야드의 모래를 이용하여 모래언덕을 지어 Fire Island의 커뮤니티를 보호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Islip 타운 Fire Island의 해안 침식을 해결하고 해안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주-연방 합동 노력을 발표하였습니다. 합동 노력을 통해
환경보전부와 공원휴양사적보전실은 당장 급한 지역에 임시 모래언덕을 짓기 위해
Robert Moses 주립공원의 모래 더미에서 20,000 입방야드의 모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ire Island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여 그 해안선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며 다음의 극한 날씨 사태에 더 잘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여 더 튼튼하고 복원력 있는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레벨의 정부에 감사합니다.”
“침수와 침식 위험으로부터 해안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은 주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책임인데, 본인은 미육군 공병단, 주립공원들 및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Robin’s Rest에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DEC의
의 부장 대행
Basil Seggos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임시 조치가 침식 가능성을 방지할 것이지만 본인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Fire Island Inlet ~ Montauk Point 해안 복원 계획을 통해 해안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해결책을 추진하기를 고대합니다.”
“이러한 격렬한 폭풍에 대응하여 더 좋고 튼튼하며 스마트한 뉴욕주를 재건하려는
Cuomo 지사의 다짐과 비전은 우리 해안 커뮤니티의 즉각적 및 장기적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의
충격에 맞서기 위해 단결함에 따라 이 신속하고 합동적인 조율은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됩니다.”
Suffolk 카운티와 국립공원국은 Robbins Rest 커뮤니티 지역의 상당한 해변 침식과 폭풍
엄습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주 비상관리실과 뉴욕주 환경보전부의
공무원들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원되었으며 침식이 Fire Island의 다수
커뮤니티들에 도로 교통 두절을 위협하여 보통의 노리스터 또는 해안 폭풍이 닥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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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부와 공원휴양사적보전실이 확보한 20,000 입방야드의 모래는 당장 급한
지역에 임시 모래언덕을 짓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미육군 공병단의 현행 ‘Fire Island
Inlet ~ Moriches Inlet’ 프로젝트에 의거, 공병단이 전액 연방 경비로 모래를 실어 침식
지역으로 운반할 것입니다. Suffolk 카운티도 USACE가 하지 않으면 모래를 Robbins
Rest 위치에 나르기 위한 불도저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치는 침식 가능성
위험을 크게 줄여 Fires Island의 커뮤니티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뉴욕주 지구 사령관 David Caldwell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육군 공병단은 주
및 카운티와 협력하여 최근 Robbins Rest의 폭풍으로 인한 상당한 침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비상 수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Fire Island의 장기 해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연방, 주 및 지역 레벨에서 유지되는 파트너십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의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 침수 위험 감축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Phil Boyle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Barrier Islands는 바다를 저지하여
본토의 침수 및 파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방어의 최일선입니다. 바다가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데, 본인은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으신 주지사의 신속한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Joseph Saladino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해변들, Fire Island와
해양 환경은 Long Island 풍요의 상징입니다. 환경, 해변과 야외 레크레이션을 꾸준히
옹호해온 하원의원으로서 본인은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하고 대중을 위한 그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재정과 엔지니어링 요원을
제공함으로써 수퍼폭풍 Sandy의 언전 복구를 향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Long
Island의 보물과 자원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지사는 미래의 폭풍과 만조
사태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라는 우리의 부름에 다시 한번 응하였습니다.”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Robins Rest의 최근
침식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자를 확보해주신 Cuomo 지사와 육군 공병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주 및 지역
레벨에서의 합동 노력이 우리 커뮤니티들을 보호할 긴급 필요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예를 나타냅니다.”
Islip 타운 감독관 Angie Carpente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한 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의 노력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Fire Island에
부정적 영향을 가한 최근 폭풍이 야기한 침식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입니다. 이는
Fire Island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벽 해변이 무너지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 Long
Island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본토를 위한 방어의 최일선으로 기능하는
모래언덕과 장벽의 무결성을 위해 주, 연방 및 지역 관리들이 단결하여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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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폭풍 Sandy와 추가적 해안 폭풍 후에 Fire Island의 이 구간 해안 침식이 증가하여
Fire Island 커뮤니티에 커다란 위협과 본토 Long Island의 해안 침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정부는 USACE와 신속히 협력하여 FIM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Long
Island의 해안 방어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Fire Island Inlet ~ Montauk Point 복원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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