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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REDI 협의체(REDI COMMISSION) 공동 의장이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
자치 단체에 업데이트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서신을 송부했다고 발표

뉴욕주,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의 주거용
주택 수리 프로그램(Residential Home Repair Program) 확장을 위해 최대 2천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협의체의 공동 의장인 Basil Seggos DEC 커미셔너와 Howard
Zemsky ESD 의장이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 사회 계획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서신을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 자치 단체에 송부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공동 의장은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로 인해 개인적인 도움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많은 자택 소유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뉴욕주에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의 주거용 주택 수리
프로그램(Residential Home Repair Program) 확장을 위해 최대 2천만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REDI 지역 자치 단체/수령자께
지역 경제 개발 계획(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지역 사회 계획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로렌스강 해안을
따라 홍수 패턴 확장에 대응하여 경제 개발 기회를 향상하고 호수 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당면한 장기적 탄력성 필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REDI이
수립되었습니다. REDI은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해안 탄력성을 지지하는 자연적
특징을 강화하는 등 탄력성 및 경제적 개발 관점에서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
해안가를 복구 및 개선하기 위한 새 버전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6월 로체스터에서 만난 이후로 뉴욕주 기획팀은 잠재적으로 최대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REDI 지역 단체가 수백 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표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두 개의 기획 회의는 다섯 곳의 지역에서 각각
열렸으며, 9월 말까지 앞으로 최소 두 개 더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기술 전문가가
진행하는 이 단체는 REDI 협의체(REDI Commission)에 높은 수준의 제출물을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현재 이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탄력성 및 경제적 이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지방 정부는 방사제나 모래 언덕이 주요 주택지를
보호하도록 하는 지리적 위치를 발견한 곳에 침수로 인한 주택 가격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이웃으로부터 물이
침입해 들어온다면 방어벽의 의미는 없어지기 때문에 물 방어벽이 몇몇 집만 보호하도록
설계된다면 이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리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설계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데 있지만, 많은 주택 소유자가
여전히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주거용 주택 수리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3억 달러 중 최대 2,0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카운티별 프로젝트 자격 부여에 최대 대략 총 1,500만 달러와 지역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경제 개발 및 탄력성 프로젝트에 최대 총 1억 6,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REDI 협의체를 대신하여 우리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 지역 사회의
엄청난 참여에 감사드리며 제출안을 어서 검토하길 원합니다.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장기적인 지역 사회 보호 및 이익을 위한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라 자신합니다.
REDI의 노력뿐만 아니라 뉴욕주는 아이러브뉴욕(I LOVE NY) 홍보, 무료
고기잡이 허가, 공원 및 캠핑 요금 할인 등 중요한 관광 산업 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 과제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sil Seggos 커미셔너
REDI 협의체 공동 의장

Howard Zemsky 커미셔너

참조: Ritchie 상원 의원, Barclay 하원 의원, Manktelow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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