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임명 법안에 서명  

  

법안(S.8204a/A.9177)에 따라 운하관리공사 국장 Brian Stratton을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  

  

태스크포스는 8월 22일 최초 회의를 열고 2023년 7월 1일까지 보고서 제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운하관리공사 국장 Brian Stratton을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Upstate Flood Mitigation Task Force)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S.8204a/A.9177)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리 운하(Erie Canal) 

홍수 관리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합니다. 태스크포스는 8월 22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기후 변화로 인한 악천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뉴욕 지역사회는 홍수와 폭풍 피해 등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를 소집함으로써, 우리는 이리 운하 인근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할 홍수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홍수로부터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지난 5년 동안 이리 운하의 농업, 운송, 인프라, 토지 

사용, 공중 보건, 보험, 관광, 레크리에이션, 발전 등 부문에서 발생한 홍수의 피해 또는 

비용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홍수 완화 및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하 

시스템의 운영, 절차, 계획 등을 평가하는 한편, 홍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적응 조치 및 

그 비용을 확인합니다. 태스크포스는 2023년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요 

결과를 공개합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홍수가 크로스 

레이크(Cross Lake)와 세네카 리버(Seneca River) 주변의 주택과 기업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으며, 뉴욕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 법안은 

활동의 거의 전무했던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를 다시 되살려, 이들이 실행 

가능한 홍수 완화 전략을 12개월 내에 제시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 지역사회를 좀먹고 있는 홍수의 거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l Stirp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센트럴 뉴욕의 위대한 승리이며, 

플래시 홍수와 극심한 악천후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와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Brian U. Stratton 운하관리공사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홍수 완화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우 기쁩니다. 주정부 기관 동료는 물론 수문학, 

토목 공학, 보존 및 기후 변화 등 최정상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는 이번 태스크포스는 

협력, 연구, 권고 등을 통해 수자원 관리의 발전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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