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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를 반환
주지사 LONG BEACH 도시를 위해 연방 폭풍 복구 기금 900만
받았다고 발표하다

뉴욕주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와 Long Beach 시의 호소에 따라 연방 초강력태풍
Sandy 복구 기금을 승인받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초강력태풍 Sandy 발생 당시 심한 파손을 견뎌온
보드워크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이전에 Long Beach 시에게 상환해야
했지만 지급을 거부했던 900만 달러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는 이 지원금의 초기 거부권을 뒤집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보드워크는 Long Beach의 사회 문화 경제의 심장부로, Sandy 발생 후 이를 복구하는
일은 롱아일랜드의 폭풍 복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이 보트워크 복구에 제대로 쓰였고, 커뮤니티처럼 전보다 더 좋게,
더 튼튼하게, 더 복원력 있게 복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강력태풍 Sandy는 보드워크의 거의 75%에 달하는 엄청난 파손과 구조물 지원 시스템
85%의 파손을 포함해 롱비치 시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주었습니다. 이 폭풍에 따라,
롱비치 시는 보드워크의 데크를 교체하고 프레임을 폭풍에도 잘 견디는 자재로 교체하여
이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폭풍 파도가 보드워크와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해 완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연방 기금은 롱비치
시 프로젝트 비용의 90%를 담당하게 되는 반면 주는 남은 10%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의 John P. Melville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기금을 롱비치에 반환하는 것은 이 시의 장기 복구에 또 다른 조치입니다. 이 기금의
반환은 시 재정 건전성에 중요합니다. 뉴욕주 Long Beach 시, FEMA가 이 지역에 중요한
경제 엔진을 다시 구축하도록 힘을 합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Long Beach 보드워크는 Sandy가 Long
Beach 커뮤니티에 끼친 피해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전보다 더 낫고 튼튼하게 보수하려는
우리의 회복력과 다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드워크 보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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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기금 전액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우리 지역 커뮤니티가 폭풍으로부터
완전히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Todd Kaminsky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Long Beach 보드워크는 우리
커뮤니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대한 시의 레크리에션에 이상적인 장소이자 주요
관광지였습니다. 이 기금을 Long Beach 시에 반환하기 위해 연방정부과 힘겨운 협의를
지속해주신 Cuomo 주지사와 DHSES에게 감사 드립니다. Long Beach 시는 지금도
초강력태풍 Sandy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Nassau의
의 Ed Mangano 카운티 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Long Beach 보드워크는
초강력태풍 Sandy 발생 후 Long Beach 커뮤니티가 수행한 극적인 복구 활동의
상징입니다. 바다에 접한 우리 시가 이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Long Beach 시의 Len Torres 카운실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Long
Beach 납세자들에게 크나큰 성공입니다. 우리 주민의 88%가 요청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닥친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한 보드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통해 이제 FEMA가 우리의 보드워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하드우드와 보강벽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Long Beach 시의 Jack Schnirman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FEMA가 보드워크
복구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를 거절했던 2년 전 이 문제에 개입해주었던 Cuomo 주지사께
영원히 감사 드립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호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뉴욕주
국토안보부를 파견해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 모두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장기간에 걸친 Sandy 복구 과정에서우리의 호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이
분들의 훌륭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대통령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주, 지자체, 부족 및 일부 비영리기관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국토안보비상본부 소개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와 네 사무실 -- 대 테러, 재난
관리, 화재 예방 및 제어 및 상호 운용 및 긴급 통신 - 은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 부서의 Facebook을 방문하고,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고,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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