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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전 뉴욕시 의원 JAMES GENNARO 가 환경보전부에 합류한다고 발표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전 뉴욕시 의원 James F. Gennaro를 뉴욕주 환경보전부의 뉴욕시
지속가능성 및 복원청( New York Cit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y)의 부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는 새로운 기후 현실을 위해 뉴욕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의 주요
폭풍 후 더 훌륭하고 더 복원력이 높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Gennaro 씨를 환경보전부의 우리 팀에 합류토록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여러
해 동안의 환경적 경험을 활용하여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해 뉴욕시를 보호하고 준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슈퍼 태풍 샌디는 뉴욕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Gennaro 씨는 그런
노력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저도 그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Jim의 환경 개선을 위한 증명된 열정과 뉴욕인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은 Jim을 환경보전부의 자연스러운 적임자가 되게 합니다”라고 환경보전부
위원장 Joe Martens가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미래의 폭풍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Jim의 탁월한 폭이 잘 활용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폭풍 및 긴급상황을
위한 뉴욕시 복원 기구(NYS Resiliency Institute for Storms and Emergencies)에서 그런 목적을 위해
직접 환경보전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에서, Gennaro 씨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시를
준비시키고 더욱 복원력을 가지도록 하고, 최근의 폭풍 사건들 후의 재건을 위한 환경보전부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Gennaro 씨는 또한 폭풍 및 긴급상황을 위한 뉴욕주 복원
기구(New York State Resiliency Institute for Storms & Emergencies : NYS RISE)와 환경보전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정책결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극단적인 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체를 더 잘 보호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11월에 NYS RISE의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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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naro 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 의원으로 Borough of Queens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시의회의 환경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며, 2030년까지 뉴욕시 온실 가스 배출량 30 퍼센트
감축, 물과 공기 오염의 감축, 기후 변화 적응 전략 생성, 주요 폭풍에 대한 도시의 복원력 향상,
Jamaica Bay 복구,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확대, 재개발지역 정화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환경 법률을 창안했습니다. 그에 더해, Gennaro 씨는 뉴욕시 지속가능성
자문회의(New York City’s Sustainability Advisory Board)에서 재임하였습니다. 24지구를 대표하기
전에, Gennaro 씨는 뉴욕시 의회를 위해 환경정책 분석가로서 11년간 활동했습니다.
Gennaro 씨는 자신의 환경적 지도력으로 미국의 2013년 환경 품질상(2013 Environmental Quality
Award)을 포함한 수많은 표창과 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국.
Gennaro 씨는Stony Brook 뉴욕 주립대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와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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