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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5일  
 

CUOMO 주지사, 위원회들이 뉴욕주의 비상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의 
인프라가 자연 재해를 견디도록 강화시킬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비상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할뿐만 아니라 주의 인프라가 
큰 자연 재해를 더 잘 견디도록 인프라의 강도 및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3개 위원회의 발족을 발표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 및 Irene과 열대성 폭우 Lee를 포함하여 최근에 뉴욕주를 강타한 큰 
폭풍들은 주의 교통, 에너지, 통신 및 보건 인프라의 주요 약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들은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의 비상 대응 능력에서 및 에너지, 
의료, 교통, 수도, 연료, 통신 및 기타 부문의 대비에서 필요한 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 발족된 세 위원회는 미래의 자연 
재해에 대해 뉴욕주를 대비시키고 무장시킬 것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 뉴욕주는 우리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와 많은 생명의 비극적 상실을 겪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폭풍의 원인이 무엇이든 뉴욕주는 Sandy, Irene, Lee 같은 폭풍이 언제든지 
우리 주를 강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주요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본인은 이 세 위원회에 기존 시스템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우리의 
비상 대비 및 대응 능력을 21세기로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인프라가 큰 날씨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축되게 할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 위원회 각각의 개요: 
 
NYS 2100 위원회 
 
NYS 2100 위원회는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에 맞선 주 인프라의 저항력 및 강도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Rockefeller 
Foundation의 총장인 Judith Rodin과 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의 전 회장인 Felix 
G. Rohaty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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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들: 

•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을 견디도록 기존 교통, 에너지, 환경 및 기타 
인프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 손상된 인프라를 교체하거나 우리 인프라를 다양화 또는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선 사업;  
• 물리적 폭풍 장벽 및 자연적 보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장기 옵션;  
• 인프라 계획, 보호 및 개발을 뉴욕주 경제 개발 전략에 통합할 기회;   
•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 관련 보험 및 위험 관리 분야의 개혁. 

 
 
공동의장 Judith Rodin은 Rockefeller Foundation의 총장입니다. Judith Rodin은 이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총장 및 예일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2005년에 이 재단에 
부임한 이래 Rodin 박사는 재단의 초점을 21세기의 도전에 응전하는 데 맞추었으며 
오늘날 이 재단은 리스크에 대한 탄성을 강화하고 전세계에 더욱 공평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뒷받침하고 주도합니다. 이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빈곤한 
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세계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며, 사회목적투자 
분야를 촉매하고, 아프리카의 농업 혁명을 주도하며, 미국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달성합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 개발시 Rodin 총장의 리더십과 전문 식견 이외에 Rockefeller 
Foundation은 스탭의 전문 지식과 기타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공동의장 Felix G. Rohatyn은 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의 전 회장입니다. 
Rohatyn씨는  현재 Lazard에서 회장 겸 CEO의 선임고문이며 전주 인프라 계획 및 
재정에 대한 주지사의 NY Works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입니다. 그는 Lazard에서 
파트너 및 매니징 디렉터로 근 50년 경력을 쌓은 후에 다시 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997년에 클린튼 대통령 밑에서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봉직하기 위해 떠났으며, 그후 자신의 민간 자문 회사인 Rohatyn Associates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Rohatyn씨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이사이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멤버이며, Publicis Groupe SA 및 Louis Vuitton Moet 
Hennessey의 이사회를 포함한 여러 이사회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뉴욕주의 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MAC)의 회장으로서 뉴욕시의 
부채를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하였고 1970년대말에 시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회의 이사로서 
봉직하였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도 연구 담당 부총장이자 대기연구 전문가인 Timothy Killeen 박사의 
참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연구센터들 중 두 곳인 
버팔로대학교의 교통 시스템 공학 연구실 및 UB2020의 극한 사건에서의 전략적 힘 
연구소 그리고 SUNY Stony Brook의 해양대기과학대학원의 지원으로 NYS2100 
위원회의 작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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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의 예비 권고안 마감일은 2013년 1월 3일입니다. 
 
NYS 대응위원회 
 
NYS 대응위원회의 임무는 뉴욕주가 미래의 날씨 관련 재난에 대응할 준비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상 또는 재난이 발생한 도중 및 후에 
적절한 인력 및 자원이 배치되도록 다음의 주요 날씨 사건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계획, 훈련 및 자원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권고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Booz Allen Hamilton의 선임부사장이자 퇴역 제독(미국 해안 
경비대)인 Thad Allen과 뉴욕대학교의 재난대비대응센터의 소장인 Brad Penuel입니다.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들: 

• 비상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해 충분히 훈련된 요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시 병원 환자 및 기타 취약자들의 건강 및 안전이 보호되도록 한다 
•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한다 
• 모든 지자체가 재난에 계획되고 준비되도록 한다 
• 정부의 모든 레벨에 걸쳐 비상 대응이 효과적으로 조율되도록 한다 
• 역경에 신속 대응하고 대피소, 식량, 물, 전기 및 필수 전기제품 같은 비상후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되도록 한다 

공동의장 Thad Allen은 Booz Allen Hamilton의 선임부사장으로서 이 회사와 법무부 
및 국토보안부와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리더십 개발과 법집행 및 
국토보안의 미래 방향 관련 클라이언트 참여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치된 노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전체적” 접근법에서의 주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주체들을 단결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Allen씨는  그의 뛰어난 경력을 미국 해안 경비대의 제 23대 사령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llen씨를 멕시코만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사고의 통일 대응을 위한 국선 사고 지휘관으로 봉직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환경보호국, DHS, 국방부, 내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주 
및 지역 기관들, 그리고 BP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대응 작업 노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안 경비대 사령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Allen씨는 참모총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직위에서 재직 중 2005년에 그는 허리케인 Katrina 및 Rita의 
여파 후 멕시코만 연안 지역 전체의 미국 정부 대응 및 복구 작업을 위한 연방 책임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공동의장 Brad Penuel은 뉴욕대학교(NYU) 재난대비대응센터(CCPR) 소장이며 또한 
이 대학교의 보건 이니셔티브 담당 부총장보입니다. 그 전에 워싱턴 DC의 
Chemonics International에 있을 때 그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세계은행을 위한 
계획에 컨설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테네시주 내쉬빌 소재 Gresham, Smith and 
Partners에서 토목/환경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Penuel씨는  오번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와 뉴욕대학교 와그너공무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재난구조백과사전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합니다(2010년, Matt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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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ler 박사 공저). 
 
뉴욕대학교는 또한 재난대비대응센터 및 기타 교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통해 NYS 
대응위원회의 작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은 2013년 1월 3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NYS 준비위원회 
 
NYS 준비위원회의 임무는 미래의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에 대해 중요 시스템과 
서비스가 준비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Weil, 
Gotshal & Manges LLP의 시니어 파트너인 Ira M. Millstein과 컬럼비아대학교의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원의 국립재난대비센터 소장인 Irwin Redlener 박사입니다.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들: 

• 뉴욕주의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및 기타 시스템의 취약성 해결 
• 신규, 수정된 및 기존의 건설이 복원력이 있도록 함 
• 적절한 장비, 연료, 식량, 물 및 기타 비상용품의 가용성 확보 
• 최초 대응자 및 기타 핵심 요원들이 효율적으로 통신하고 적절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의사 결정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의 가용성 확보 
• 권한 라인이 명료하고 관리들이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할 권한을 갖도록 함 

Irwin Redlener 박사는 재난 대비와 테러 및 대규모 재난의 공중보건 여파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리더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재난 관련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 대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는 허리케인 
Katrina 대응, 미국 정부의 전염병 대비 및 테러의 잠재적 표적으로서의 아동들에 
관한 우려에 대해 폭넓게 글을 쓰고 강연하였습니다. Redlener 박사는 또한 30여년 
동안 미국 전역의 의료가 미흡한 시골 및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를 제공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Children's Health Fund의 창립자 겸 총재로서 그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의료 이용권의 유명한 옹호자입니다. Redlener 박사는 Bronx 소재 
Montefiore의 새 Children's Hospital의 주 개발자 겸 병원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1993년 이래 대통령 및 여러 장관들의 공식 및 비공식 고문이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재난 대비 및 아동 의료 이용에 대해 의회의 주요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1993년과 1994년에 Redlener 박사는 클린튼 백악관을 위한 미국 의료개혁 
태스크포스의 특별 컨설턴트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온두라스 시골의 의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국제 재난 구조 활동을 이끌거나 
지원하였습니다. Redlener 박사는 또한 허리케인 Katrina로 황폐화된 멕시코만 
지역에서 일련의 직접 의료 구조 프로그램과 공중보건 캠페인을 창설하였습니다. 
 
Ira M. Millstein은 국제 법무법인 Weil, Gotshal & Manges LLP의 시니어 파트너로서 
정부 규제 및 독점금지법 분야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General Motors, Westinghouse, Bethlehem Steel, WellChoice(구 Empire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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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CalPERS), Tyco International, Walt Disney 
Co., 뉴욕주 메트로폴리탄교통청, Ford Foundation, Nature Conservancy and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등의 이사회를 포함한 수 많은 이사회를 
자문하였습니다. Millstein씨는 적극적인 법률가 활동에 더하여 컬럼비아 
법과대학원의 Ira M. Millstein 글로벌 시장 기업 소유권 센터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전에 예일 경영대학원 기업 지배구조 담당 선임부학장 및 기업 지배구조 
담당 Theodore Nierenberg 겸임교수였습니다. Millstein씨는  전 주지사 George Pataki에 
의해 뉴욕주 공공권한개혁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임되어 2009년 공공권한개혁법을 
주도하였습니다. 
 
컬림비아대학교는 또한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원의 국립재난대비센터 및 기타 
교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통해 NYS 준비위원회의 작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은 2013년 1월 3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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