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 컨트리 및 모호크 밸리의 폭풍 피해 복구력을 개선하기 위한 

1,110만 달러 이상 지원금 발표  

  

지역 커뮤니티 재건 의원회가 선정한 프로젝트는 전 지역에서 폭풍 대처력과 복구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오래된 인프라를 개조하고 정부 건물을 재활성화할 예정  

  

4건의 프로젝트는 4,11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NYRC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가을에 진행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계속 복구하기 위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사회들이 극심한 기상 이변에 대한 대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스 컨트리 및 모호크 밸리 지역에서 1,11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올가을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올가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프로젝트의 4,110만 달러가 넘는 기금 중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강력해지고 파괴적으로 변하는 기후에 

직면하면서 우리 인프라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 프로젝트들은 노스 컨트리 및 모호크 밸리에 어떤 

기후가 닥치더라도 복구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가 인프라를 

현대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들이 미래의 극심한 

기상 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호크 

밸리 및 노스 컨트리 프로젝트용 기금은 자연 재해 발생 시 자치당국이 복구 계획을 

세우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인프라를 튼튼하게 재건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준비되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6건의 프로젝트는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기획위원회(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 위원들이 인접 지역사회를 위해 우선 

과제로 파악한 프로젝트들이며,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이 재정 지원하여 진행하는 수백 건의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Cuomo 주지사는 스스로 필요한 것과 취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구 및 복원 과정에 있는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발표된 노스 컨트리 및 모호크 밸리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소된 지하 배수로 확장, 암스테르담 타운(몽고메리) - 2,701,240달러: 팀은 타운에서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및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다리 최대 12곳의 기존 지하 배수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지하 

배수로는 24인치 이중 콘크리트 보강 파이프, 새 콘크리트 권곡벽과 날개벽, 사석 

가장자리, 경로 복구가 필요합니다. 커진 지하 배수로는 도로 횡단시설 및 근처 부지의 

홍수 피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공사는 이번 달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레넘 지방 단지 학교(Blenheim Municipal Complex School), 블레넘 타운(쇼하리) - 

4,074,695달러: 새 블레넘 지방 단지(Blenheim Municipal Complex)는 범람원 밖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부지는 범람원에 있으며 여러 번 홍수가 났습니다. 재해 복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정액 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이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긴급 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 소방서, 타운홀, 비상 대피소를 갖출 예정입니다. 새 부지는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이고 긴급상황 대처자가 타운의 모든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로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1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단 배수시설 개선, 쇼하리 빌리지(쇼하리) - 1,457,337달러 남단 지역 폭풍용 배수시설 

개선은 홍수가 났을 때 빌리지 부지 및 인프라를 보호하고 남단 및 30번 도로(Route 

30)/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에서 주택 및 사업체의 복구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1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롬 댐(Rome Dam) 제거, 제이 타운(에섹스) - 2,945,595달러 지난 40년간 롬 댐(Rome 

Dam)은 지속적으로 퇴화되었으며 현재는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이나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가 덮쳤을 때 

댐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주 위험한 상태였던 댐은 퇴적물과 잔해로 



 

 

악화되었습니다. 비슷하게 큰 규모의 다른 폭풍으로 댐이 무너진다면 오 사블 폭스(Au 

Sable Forks)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늦여름에 댐 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의 Laurice 

Salamack 지역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사안 및 자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근의 폭풍우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려는 압도적인 열망과 그 과정에서 향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구현합니다.”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기금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소규모 세금을 

내어 필요하지만 비싼 개조를 할 능력이 없는 많은 지방 커뮤니티들을 대표합니다. 주 

예산에 이 기금이 보장되어 기뻤습니다. 제 구역에 혜택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린(Irene)과 리(Lee)가 

쇼하리 카운티를 덮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제처럼 느낍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처참한 폭풍의 피해에서 복구할 뿐 아니라 앞으로 폭풍에 더욱 잘 

대비할 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레넘 및 쇼하리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 안전 요구에 충족하며 이는 우리 도로, 주택, 사업체, 

지방자치 시설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인프라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및 열대 폭풍 리(Tropical Storm Lee)는 몽고메리 카운티 전역에서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오래된 인프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암스테르담 타운 

지하 배수로 개선은 앞으로 홍수 문제를 완화하고 거주민들과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Chris Tague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주목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주택과 사업체들은 허리케인 아이린(Irene)과 리(Lee)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필수 인프라는 과부하상태입니다. 인프라를 수리하고 

현대화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미래의 홍수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장을 촉진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복구력이 있고 튼튼한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Matthew L. Ossenfort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에 폭풍에 대한 우리의 복구력을 개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과거 극심한 기후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항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하 배수로를 확장하면 홍수가 날 위험성을 줄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Earl VanWormer III 쇼하리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Schohari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회장 겸 에스페란스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하리 카운티 

복구 노력에서 큰 부분을 맡아주신 주지사님과 폭풍피해복구실(Office of Storm 

Recovery)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블레넘 타운 프로젝트에서 

주지사 집무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 기대됩니다”.  

  

쇼하이 카운티 농지 보전 구역 위원회(Schoharie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Board)의 Claude Coon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하리 카운티 농지 보전 

구역 위원회(Schoharie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Board)와 우리 

직원들은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의 피해를 크게 받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남단 배수시설 프로젝트의 건설 시작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빌리지의 복구 노력을 도울 것입니다.”  

  

Archie Depo 제이 타운 슈퍼바이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운에, 특히 롬 

댐(Rome Dam)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롬 댐(Rome 

Dam)은 고위험 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댐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이 

휩쓸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는 이 프로젝트에 애써주신 Randy Douglas 전 타운 

슈퍼바이저와 계획 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타운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개선이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650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s) 66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필요성과 자산에 영감을 받아 수백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YRCR Committees)는 (1) 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재건하고, (2) 

인프라를 강화하며, (3) 미래의 재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4)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650 회의 계획 회의와 250 건의 대규모 공개 

참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설립된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의 복구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과 더불어 

뉴욕 성장 프로그램(NY Rising), 주택 복구 프로그램(Housing Recovery Program),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 

설계에 따른 재건 프로그램(Rebuild By Design program) 등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악천후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역사회 

재개발 정액 보조금 재해 복구 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으로 4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tormrecovery.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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