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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호숫가 지자체에 대한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FUNDS) 290만 달러에 대해 발표  

  

웨인 카운티, 올리언스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카유가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등의 

지방 정부에 보조금 제공  

  

복구 활동을 위해 조성한 주정부 지원금 9,500만 달러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해의 홍수로 인한 복원 탄력성과 복구 활동에 

전념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풍 피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웨인 카운티, 

올리언스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카유가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등의 지방 정부에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funds) 29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구 활동에 지원금 9,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 

지역사회는 작년에 역사적이고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복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과 계속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더욱 강력하고 현명하게 지역사회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타운과 주민들의 

자립을 도우려는 우리의 사명을 지원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괴된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홍수가 

발생한 지역사회를 걸어서 둘러 보았던 저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홍수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으로 홍수 

피해 복원력을 갖추고, 미래를 위해 중요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려는 지방 정부에 

대한 저희의 공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 쇼어라인스(Lake Ontario and St. 

Lawrence Seaway Shorelines)에 대한 주정부의 9,500만 달러 공약 중 일부입니다. 이 



복구 프로그램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원조 공약 4,500만 달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전의 구호 활동을 강화하고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자체 시설 프로그램(State and 

Municipal Facilities Program)의 500만 달러 지원금 두 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서명한 20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State 

Budget)에는 복구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금 4,000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에는 해안선 재건 공사 및 안정화, 홍수시 비상 보수 비용 

상환금, 방파제 재건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기업, 지역 인프라 등에 피해를 입힌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St. Lawrence seaway)에서 발생한 지난해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모래 주머니 수백만 개와 수천 피트 규모의 임시 댐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파트너 및 현지 

파트너들과 공조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올해의 홍수에 대비하여 

주민, 기업주, 지방 정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여전히 호수의 수위가 높았던 바로 지난달, 주지사는 호숫가를 따라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뉴욕 주민에게 닥칠 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물을 최대한 방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 공동 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의 미국측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의 문호는 이미 닫혔습니다.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주택 

소유자 신청 마감 기한은 2017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신청 마감 기한은 

2017년 12월 29일이었으며 중소기업의 신청 마감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신청 자격에 관한 결정에 항의를 원하는 경우 

LakeOntario@nyshcr.org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해야 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기금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 호숫가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강하게 재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Pam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콧 타운과 페어 헤이븐 빌리지 

등과 같은 지자체는 지난해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남쪽 호숫가를 따라 발생한 

역사적인 규모의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들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복구 활동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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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수의 

수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추가 기금은 월콧과 페어 헤이븐이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호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주정부의 공약을 이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obert G.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정부는 재건을 돕기로 

올리언스 카운티, 먼로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주민, 중소기업, 지방 정부 등에게 

약속한 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완전히 회복하는 데 아직도 해야 할 작업들이 

상당히 남아 있지만, 이 기금은 지자체들이 작년의 홍수로 인해 손상된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업그레이드 공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 기업, 

지자체들이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을 때까지 구호 기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역사적인 규모의 홍수 

이후 센트럴 뉴욕과 노던 뉴욕 전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는 데 

앞장 서 주셨습니다.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라임 타운과 현지의 자원 봉사 

소방대(volunteer fire department)는 집이 침수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채우면서 사람들을 돕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구호 기금이 왜 

대단히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새로운 주정부 예산에서 새로운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많은 이유 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난해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소기업, 지자체들이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기금의 액수가 약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Addie A. E. Jen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라임 타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지역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타운은 지난 봄과 여름의 홍수 동안 심각한 인프라 시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홍수 발생시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있는 장비와 인력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기금은 이 타운의 복구 활동에 중요할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수위에 대비하여 호숫가 지역의 복원력을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홍수 

피해 복구시 우리 지역사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최근에 통과된 

주정부 예산의 추가적인 기금을 투자하여 우리의 복구 활동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Michael J. Norri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상승한 호수 

수위으로 인해 홍수와 침식의 피해를 입은 웨스턴 뉴욕의 지방 정부들에게 이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회 의원님들 및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높은 수위로 인한 피해를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ob Oak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역사적인 규모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양당의 활동으로 의원들 및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수 구호 기금은 이 모든 지역사회들이 향후 부동산과 공공 인프라를 복구, 

재건, 보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웨인 카운티의 Steven LeRo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님은 월콧의 

호숫가 인프라 강화를 재정 지원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로부터 이 타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의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저희를 

도와주신 주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리언스 카운티 의회(Orleans County Legislature)의 Lynne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은 작년의 치명적인 홍수로 인한 복구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공약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미 수위가 상승해 있는 

홍수를 대비하여, 이 기금을 제공해 주신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우리 지역사회가 

호숫가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회(Niagara County Legislature)의 Keith McN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숫가 해안선의 인프라 보강 공사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상승하는 수위로부터 우리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호숫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카유가 카운티 의회(Cayuga County Legislature)의 Pat Mahunik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헤이븐의 방파제 재건축과 이 기금으로 재정 지원되는 호숫가 주변의 

개보수 공사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가 회복하는 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의회(Jefferson County Legislature)의 Scott Gra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지난해 호숫가와 강가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라임 타운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은 당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 기관 공무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광역 사업을 주관한 라임 타운의 피해를 

인식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주지사는 기상과 관련된 문제에 언제나 대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웨인 카운티: 100만 달러  



• 월콧 타운(웨인 카운티)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 해안을 따라 약 

200 피트 규모의 제방을 건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이 

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Program funds)에서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올리언스 카운티: 812,450 달러  

• 예이츠 타운(올리언스 카운티)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2017년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 해안 약 700 피트를 보수한 후 재건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의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Program funds)에서 414,5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 켄덜 타운(올리언스 카운티)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를 따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호숫가 해안 침식을 완화하고 더불어 잡석과 부직포를 이용하여 

기존의 해안선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Program funds)에서 397,95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558,440 달러  

•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2017년 발생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 

피해에 대한 비상 보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의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에서 199,865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발생한 비용에는 호숫가 해안 복원 및 

재건축 기금, 영스타운에서 나이아가라 카운티 노선뿐만 아니라 자재비 및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윌슨 빌리지(나이아가라 카운티)는 2017년 발생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로 인해 빌리지 폐수 처리장을 위한 새로운 휴대용 펌프를 구입하는 

일을 비롯하여 필요한 비상 사태 보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의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에서 10,263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 포터 타운(나이아가라 카운티)은 타운의 포트 나아이가라 비치(Fort Niagara 

Beach)를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호숫가 해안 침식을 줄이고, 잡석과 자갈 

공사로 기존의 호숫가 해안을 최대 300 피트까지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 Program 

funds)에서 348,312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카유가 카운티: 40만 달러  



• 페어 헤이븐 빌리지(카유가 카운티)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2017년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빌리지의 인프라를 보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의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에서 4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타운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 해안을 따라 몇 곳의 공공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용 방파제를 재건축하고, 호숫가 해안 주변 과 주변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필요한 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퍼슨 카운티: 215,468 달러  

• 라임 타운(제퍼슨 카운티)는 2017년 발생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 

피해에 대한 비상 보수 비용을 상환하고 타운의 공공 인프라의 미래를 대비한 

보수 공사를 위해,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의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 

구호 프로그램 기금(Lake Ontario Flood Relief)에서 215,468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발생한 비용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와 관련된 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보수 공사에는 도로 및 배수관 재건축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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