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정부에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주변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뉴욕주를 지원할 것을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침,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해안선 주변의 홍수가 범람하기 쉬운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Adam Czekanski 대령에게 강력한 연방-주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Czekanski 대령님께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해안선을 

따라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 사태 이후, 뉴욕주는 이 지역의 모든 가족, 주택, 사업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홍수 위기는 단순히 

물의 상태에 따라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방-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2018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홍수의 심각한 위협을 나타내는 해안 수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이 문제는 연방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새로운 홍수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저는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에 미 육군 공병대 사전 조치 프로그램(USACE Advanced Measures 

Program)을 통해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지역을 위한 비상 방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 조치 없이 뉴욕 주민들이 이번 해 또 다른 홍수 피해를 겪게 만들 순 없습니다. 

공법(P.L. 84-99), 재난구호 및 응급지원법(42 U.S.C. 5121 이하 참조) 및 공병 

규제법(ER 500-1-1)에 따라, 뉴욕주는 카유가,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 웨인, 오스위고, 

제퍼슨, 세인트 로렌스, 이리, 셔터쿼 카운티의 90개 지역의 초기 후보 목록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zenkanskiLetter.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zekanskAdancedMeasuresTablePDF.pdf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미 육군 공병대(USACE)와의 평가 및 토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소유의 사전 위험 당면 지역을 대표합니다.  

  

뉴욕주는 홍수로 피해를 당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6,7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사면초가에 몰린 지역이 회복하는 것을 돕고 구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USACE)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이 해안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해안선에 대한 미 육군 공병대(USACE) 종합 평가를 승인하고 이 

지역을 미래의 폭풍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연방하원의원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국제 합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가 이 해안가 주변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해안 수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에게 보다 강경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사태 이후 미 육군 공병대(USACE)가 보여준 

의지와 능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대령님과 미 육군 공병대(USACE)의 새로운 

지도부에 온타리오 레이크(Lake Ontario)와 이리 레이크(Lake Erie) 남부 해안의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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