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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에 수퍼태풍 SANDY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4억
억 2,700달러
달러 투자 강조
주지사 STATEN ISLAND에

주지사는 수퍼태풍 Sandy 2주년을 맞아 더 나은 뉴욕을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Staten Island 방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치구에서 복구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4억 2,700만 달러의 투자
등 뉴욕주의 복구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수퍼태풍 Sandy 상륙 2주년을 맞아 Staten Island로
향했습니다. 주지사가 방문한 Oakwood Beach 구역은 태풍 발발 시 해수 유입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저지대 지역으로,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뉴욕주의 Buyout & Acquisition
Initiative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주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한 확장 공사는 394건으로 비용은 Staten Island 주민에 대하여 총 1억 4,100만달러에 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Staten Island는 2년 전 가정, 기업과 생계를 파괴하는Sandy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태풍의 발생은 새롭지만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기상 현상에 의한 파괴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4억 2,700만
달러의 투자는 이미 태풍 샌디의 파괴적 영향을 받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전보다
더 똑똑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는 또한 수퍼태풍Sandy의 여파로 더 나은 뉴욕을 재건하는 뉴욕주 정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NY Rising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수의 뉴욕주
당국에서 취한 조치를 통해 주택, 중소기업 및 인프라와 지역 사회 재건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전무 이사인 Jamie Rubin은 “Staten Island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뉴욕주가 소시 및 거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복구를 주도했는지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NY Rising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는 개인 주택
소유자와 전체 지역사회를 꾸준히 돕고 탄력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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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및 인수
Oakwood Beach에 방문하는 동안 주지사는 뉴욕주의 Buyout & Acquisition Initiative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고 Fox Beach Lane의 주거지 철거를 참관했습니다. 더 커진 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의 일부인 이 이니셔티브는 태풍Sandy는 물론 허리케인Irene이나 열대성 폭풍 Lee가
상륙했을 당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Oakwood Beach 외에도 이 Buyout & Acquisition Initiative는 Graham Beach와 Ocean Breeze의 Staten
Island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496건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Staten Island 주민들에 대하여 총 1억 4,100만달러에 달하는 394건의 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총 1억1,230만 달러에 달하는 276건의 공사를 마감했고 총 프로젝트 금액은
2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는 또한 City's Acquisition Program에 8,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노력의 일환으로 Staten Island에 있는 47개의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복구
노력에 대한 진전과 토지를 자연적 해안으로 변환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49개 자산에 대한 또 다른 인수를 감독하기 위해 미국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받은 1,960만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고려한 재건축
Sprague 및 Surf Avenues에 위치한 자치구의 흥미로운 Rebuild by Design 제안에 해당하는 Staten
Island의 Living Breakwaters 프로젝트는 Staten Island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복구 사업입니다.
2013년 여름 Presidential Hurricane Sandy Rebuilding Task Force에 의해 시작된 Rebuild by Design
Contest는 계획,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대표적 기업들이 복구 및 복원
노력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도록 독려합니다.
2014년 6월,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는 뉴욕에서
4건, 뉴저지에서 2건 등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약 9억 2,000달러를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000만달러의 예상 비용을 통해 이 Living Breakwaters 프로젝트는 SCAPE/Landscape Architecture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Tottenville의 해안을 따라 파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유속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방파제 및 내부 갯벌을 도입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지속 가능한 굴 양식장의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이 마을의 풍부한 해양 역사에
경의를 표하고 향후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적 해안 방파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SCAPE/Landscape Team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Buckminster Fuller Institute의 수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Committee에서 개발한 675만 달러의 사구
프로젝트는 그러한 노력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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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건
지역 사회 전체의 규모에서 뉴욕주는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 Program을 통해 Staten
Island를 지원합니다. 이 기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치구는 자체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 21건의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2,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이 혁신 프로그램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복구 및 복원을 위한 로컬 중심의 전략을 고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im East Shore Coastal Protection Measures(2단계) - $2,650,000
• Tottenville, Great Kills Dunes & Coastline Dune Plantings(3단계) - $6,750,000
• Integrated South Shore Protection Plan - $400,000
• East Shore Waterfront Vision Plan - $250,000
• South Shore Resilient Dock Feasibility Study - $350,000
• 'Go to High Ground' – Study for Wayfinding Signage and Staging(차량 대피 지역) - $250,000
• Staten Island 'Community Emergency Resource Center의 위치 및 타당성 연구 - $250,000
• Staten Island COAD에 대한 지원 제공 - $280,000
• Port Richmond CERT 정찰, 무선 증원 및 교육 - $65,000
• Home Elevation 시범 사업 - $4,000,000
• Implement 'Race for Space' Grant Program to Fill Vacant Storefronts - $400,000
• Form East Shor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 $600,000
• “Staten Island Resiliency Network” 마이크로그리드 연구 - $320,000
• East Shore Microgrid Network 시범 사업 - $6,000,000
• South Shore Microgrid Network 시범 사업 - $4,000,000
• New Creek Bluebelt Implementation - $5,500,000
• Hylan Boulevard Streetscape 개선 사업: “Gateway to the Bluebelt” - $1,770,000
• St. George/Tompkinsville Promenade 마스터 플랜 - $200,000
Staten Island 철도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태풍Sandy가 철도 저지대까지 해수를 끌어왔을 때
기반 시설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Staten Island Railway에 대한 진행 중인 복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1억 4,3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Clifton에 있는 매장과 광장 보수뿐 아니라 St. George Terminal에 있는 타워와 연결로를
포함합니다.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자금을 사용하여 Verrazano-Narrows 교량 피해 복구에 12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기타 자금 조달
뉴욕주는 또한 Housing & Urban Development의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Program 외에 타 연방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aten Island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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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인프라에 투자를 쏟아 붓는 뉴욕주는 Staten Island에서 가장 큰 응급실이자 자치구의 입원
병동의 주요 원천인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에서 복구 조치를 제기하기 위해 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에서 1,2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는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인프라를 수리 및 강화하기 위해 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자금에서 1,0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여러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주는 Social Services Block Grant 자금에서 1,72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주는 보호 Conference House
Park를 개선하기 위해 National Park Service에서 3억5,000만 달러를 제공했고, Historic Richmond
Town의 Voorlezer's House에 83,000달러를, Richmond 카운티의 Staten Island Cemetery에
52,36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소개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는 태풍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풍 Lee에 대한 주
전체의 복구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NY Rising Housing Recovery, Small
Business, Community Re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programs을 통해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은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은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뉴욕이 더 나은 미래와 기상 이변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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