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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DE BLASIO 시장 및 미 육군 공병대는 허리케인 샌디 상륙일을 맞아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복원력 프로젝트 건설의 시작을 발표  

  

파 락커웨이에서 네폰시트에 이르는 3억 3,600만 달러 규모 해안 복원력 프로젝트, 

육군이 주도하는 대서양 연안 및 자메이카 베이 연안의 홍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8주년을 맞아 Andrew M. Cuomo 주지사, Bill de Blasio 

시장,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대령 Matthew W. Luzzatto는 오늘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프로젝트(Rockaways-Atlantic Shorefront Project) 건설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락커웨이 반도의 6마일 길이 해안선을 강화하고 이곳의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폭풍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계된 강화 모래 언덕 시스템 및 새로 확장된 방파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석조 

방파제는 모래를 가두고 해변의 침식을 줄여 대서양과 지역사회 사이의 중요한 자연 

완충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바다로 뻗은 둑과 같은 구조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허리케인 샌디는 락커웨이가 특히 더 따뜻한 기온으로 인한 극한 날씨로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전역에 걸쳐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ill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년 전, 허리케인 샌디는 우리 도시와 

해안선을 휩쓸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하게 다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연방 및 주 

파트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해안선을 보호하고 더욱 탄력적인 뉴욕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지구 사령관인 Matthew Luzzatto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복원력 

프로젝트는 해안선과 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나타냅니다. 6마일 길이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해안 폭풍의 치명적인 영향을 줄이면 생명을 구하고 재산과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연방, 

주 및 도시 수준의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락커웨이를 

휩쓴 이래로, 저는 주택, 학교, 운동장을 재건하고 대서양 물가에 새로운 산책로, 석조 

방파제, 강화된 모래 언덕을 건설하여 향후의 수퍼스톰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진행되면서, 

파 락커웨이에서 네폰시트까지 달하는 락커웨이의 해변은 곧 근처에 사는 이들과 함께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 특히 Bill de Blasio 시장께 지금까지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직접 이 이정표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를 고대합니다. 이후 편안한 수영을 

즐기고 보드워크에서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으려 노력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직면할 때, 우리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해안선을 따라 독특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후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수천 명의 회복력 있는 뉴욕 주민의 노력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락커웨이 반도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에 의해 황폐해졌습니다. 1,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10피트 높이에 달하는 폭풍에 의해 크게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약 

150만 입방 야드의 모래가 락커웨이 비치(Rockaway Beach)에서 휩쓸려 인접한 

지역사회에 퇴적되거나 바다로 씻겨 나갔습니다. 샌디 직후 미 육군 공병대는 약 350만 

입방 야드의 모래를 락커웨이 비치에 다시 배치하여 프로젝트를 원래 설계 프로파일로 

복원하고 침식과 해안 홍수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수퍼스톰 샌디 이후, 

상원의원 Schumer와 Gillibrand는 샌디 보조 세출법(공공법(Public Law) 113-2)의 일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이 온전히 연방 정부로부터 제공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서양 해안선 부분은 뉴욕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미 육군 공병대의 공동 노력입니다. 이는 연방 

자금 약 3억 3,600만 달러의 비용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홍수, 혹독한 

기상 사건 및 기후 변화가 락커웨이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 

아이린(Irene), 리(Lee)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해안 폭풍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겪은 후, 뉴욕과 우리의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해안선과 여기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미 육군 공병대, 

그리고 시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에 박수를 보이며, 완성을 향해 

락커웨이 지역사회와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설의 첫 번째 단계는 락커웨이 반도의 대서양 측에 위치한 14개의 새로운 석조 방파제 

구조물의 건설과 5개의 기존 방파제 복구를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석조 방파제는 다시 



 

 

풍부해진 모래 해변과 모래 언덕에 대한 안정화를 제공하고 해변의 보호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피리 물떼새와 바다 아마란스와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일으킨 높은 바람과 빠르게 이동하는 침수는 지역 동식물군에 서식지를 제공하는 

방어막 역할의 섬 풍경을 파괴했습니다.  

  

건설의 두 번째 단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파괴적인 해안 폭풍에 

대한 해안선을 강화하는 강화된 모래 언덕 시스템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모래 언덕은 

파도가 부딪히는 압력을 줄이고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반도를 넘나드는 홍수를 줄일 

자신의 핵심에 방어용 돌과 강철 시트 더미 벽이 중심을 이루어 건설될 것입니다. 모래 

언덕의 모든 공공 접근 지점은 복원력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여 재건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는 2018년에 완수되고 출시된 미 육군 공병대의 이스트 락커웨이 

인렛(East Rockaway Inlet) 및 락커웨이 인렛(Rockaway Inlet), 자메이카 베이 

스터디(Jamaica Bay Study)의 일부로서 복원력이 뛰어난 해변과 해안선에 대한 모범 

사례를 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는 약 1억 1,400만 달러를 서퍽 카운티 베이 쇼어(Bay Shore)의 H&L 

컨트랙팅 LLC(H&L Contracting LLC)에 이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 단계를 시작할 건설 

담당자에게 수여했습니다. 비치 써티스(Beach 30s)의 새로운 방파제 건설 계약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프로젝트는 4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서양 해안선 부분은 락커웨이 반도를 강화하기 위해 착수된 주요 해안 인프라 

프로젝트 두 개 중 첫 번째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환경보존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미 

육군 공병대는 자메이카 베이 경계의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사회에 해안선을 따라 

모래턱, 홍수 벽 및 자연 기반 구조물 구축을 포함하여 자메이카 베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예비 설계 단계에 있으며 예상 비용은 2억 3,700만 

달러입니다.  

  

Gregory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안선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 

공병대가 작업을 시작하여 우리 해변과 지역사회에 더 큰 복원력을 제공할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화된 모래 언덕과 돌 부두는 향후 폭풍이 해안을 

침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해변이 사업을 위해 열려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저와 함께 일해주신 상원의원 

Schumer와 Gillibrand,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시장님과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Joseph P. Addabb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 8주년을 

맞아 해안 홍수와 해변 침식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이 해안 복원력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어 기쁩니다. 샌디의 피해를 목격한 후, 8년 전에 샌디가 

지역사회에 입혔던 것처럼 또 다른 수퍼스톰이나 허리케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해변과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긴 여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장 사무실, 주지사 사무실, 주 

환경보존부, 미 육군 공병대, 그리고 이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cey Pheffer Ama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8주년을 

맞이하여, 이 프로젝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복원력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악화되는 영향에 대한 해안 방어의 강화를 

시작함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조치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와 

지역사회의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orey Johnson 시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도시 전체의 실존 

위기이며, 특히 허리케인 샌디 기간 동안 끔찍한 파괴를 겪었던 락커웨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5개 

자치구 전체에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회는 복원력 

인프라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주 및 연방 정부와 더 많은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입니다."  

  

Donovan Richards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의 8주년을 

되돌아 보면서 락커웨이 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 및 장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서양 해안 복원력 프로젝트와 같은 자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Chuck Schumer 미 상원의원 Bill de Blasio 시장, Andrew M. Cuomo 주지사, 

Gregory Meeks 의회 의원, 미 육군 공병대, 락커웨이의 동료들의 락커웨이 보호 및 

보존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더욱 탄력적인 락커웨이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락커웨이 지역사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Jainey Bavishi 시장 직속 복원력 사무국(Mayor's Office of Resiliency)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락커웨이를 휩쓴 후 우리는 더 튼튼하게 재건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락커웨이 반도의 지역사회를 미래의 해안 폭풍과 해변 침식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연방 및 주 파트너들의 꾸준한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탄력적인 해안선을 건설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헌신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부 커미셔너 겸 미국 도시계획가협회 펠로우(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FAICP) Mitchell J. Silv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프로젝트는 해안선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락커웨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락커웨이 해안선을 강화하는 



 

 

것은 해변과 해안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이끈 

미 육군 공병대와 더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Cuomo 주지사, de Blasio 

시장, 정부의 모든 수준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시의 기후 정책 수석 고문(Chief Climate Policy Advisor)인 Daniel Zarri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뉴욕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대를 

끝내고 5개 자치구 모두에서 기후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기후 위기에 직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락커웨이-대서양 물가 프로젝트를 위한 오늘의 건설 시작은 이 작업의 

중요한 다음 단계이며 폭풍과 수면이 높아지는 바다에 대한 뉴욕시의 해안 방어를 

강화합니다. 팬데믹 중에도 우리는 다가오는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청정 에너지, 

탄력적인 인프라, 환경 정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뉴욕 주민을 

위한 생기 좋은 미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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