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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기관에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홍수 복구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를 발부하여 물가 부지 소유주가 홍수 피해를 입은 부지에 필요한
수리를 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 신속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직접 모래 주머니 수천 개 배치, 221 피트의 아쿠아댐
설치, 홍수 예방 위해 지역에 펌프 100 개까지 이용 허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 기관에 호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홍수 위협으로부터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부근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를 발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그레이트 레이크 베이슨(Great Lakes Basin)에서 평균 이상 강수량과 해빙이 계속됨에
따라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의
고수위 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가 발부한 비상사태 선언(Emergency Declaration) 기반의 허가로 물가 부지
소유주들이 홍수 피해를 입은 부지를 빠르게 수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가
신속화될 예정입니다. 고수위는 계속될 전망이며 물가 침식을 확장하고 해안선 구조를
손상시키며 2017 년 봄에 발생한 역사적 홍수와 유사하게 인프라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직접 모래 주머니 20,000 개, 샌드배거
1 대, 221 피트의 아쿠아댐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또한 홍수 예방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펌프를 100 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호수 주변의 모든 지역사회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뉴페인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정부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다각적 전략을 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줄이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오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단기 및 비상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가 거주지와 사업체에 미리

허가를 주는 전반적 허가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대자연이 방향을 틀고 호수가 더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항상 최고를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가 지역의 주택
보유자와 사업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의 추가 배치와 지원
증대를 통해 잠재적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s)를 발부했습니다. 이는 자연 재해 또는 이상 기후에 따른 특정 기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개인 또는 지방 정부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계획에 착수해야
할 때 발부합니다.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s)는 지역사회가 개별적 현장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처리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2017 년
환경보존부(DEC)는 3,000 건 이상의 비상 작업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은 허가가 발부된 후 모든 작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품질 관리를 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홍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함에 따라 뉴욕주는 부지 및
인프라의 피해를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은 계속해서 고수위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물가 주민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주변 홍수는 보통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힘을 모아 호수 주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2017 년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뉴욕주 비상사태 대응 인력은 지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추가 자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자원을
밤낮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을 위해 존재하며
도움이 필요한 기타 지자체를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가 발부한 새로운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는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운티의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물가 부지 소유주들이 고수위 및 강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피해를 입은 부지를
급히 수리하고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버펄로 구역 미육군공병병단(U.S. Army

Corp of Engineers, USACOE)과 상의하여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허가에 따른 활동은 미육군공병병단 전국 허가 프로그램(USACOE Nationwide
Permit Program)에 따라 보장 받을 자격이 있으며, 뉴욕주 주무부(DOS)에서 연방 해안
유지 동의(Federal Coastal Consistency Concurrence)를 받았습니다.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세 기관 모두에서 단일 승인을 받습니다.
Seggos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는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운티에 비상사태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부자 소유주들이 현재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로어
나이아가라 리버(Lower Niagara River),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주변
그레이트 레이크 베이슨(Great Lakes Basin)의 평균 이상의 강수량 및 해빙으로 인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의 고수위로
피해를 입은 부지를 수리하고 안정을 취하는 데 필요한 전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새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를 발부했습니다.
새 허가는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 권한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 유효합니다.
허가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침식 구조물 수리 및 기존 형태로 교체,
기존 공공 도로, 다리, 공급 처리 시설, 기타 공공 인프라의 수리 또는 기존 형태로
재건축,
폭풍 피해를 입은 주거, 갑판, 인도의 기존 기능을 임시 구조물로 안정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지류에서 물가 퇴적물로 막힌 차단물 제거.

허가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 주택 소유자, 지자체는 지역 환경보존부 허가
관리소(Regional DEC Permit Administrator)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 허가(General Permit) 발부는 추가 자원을 배치하고 고수위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주정부가 취한 몇 가지 조치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는 주말 동안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지역 파트너와 함께 정규 예방 조치 조정을 시작했으며,
홍수 발생 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호수 주변을 따라 필수 대응 및 회복에
필요한 자산을 준비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해당 지국은 모래 주머니
총 340,000 개, 다수의 샌드배거, 다수의 펌프, 수백 피트의 아쿠아댐을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접한 여덟 개 카운티 내 전략적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해당
지국은 지역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모래 주머니,
샌드배거로 추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전문가들은 수위가 높아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수위 예측에 관한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의 데이터 및 보고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여러 건의 홍수가 발생한 후
호수의 현재 수위가 평균보다 1 피트 이상 높게 유지됨에 따라 국제연합위원회(IJC)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에 위치한 모세스
손더스 댐(Moses-Saunders Dam)의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국제연합위원회(IJC)에 편지를 보내, 위원회가 홍수 방지의
목적으로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시스템의 방류량을 최대로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7 년 홍수 발생으로 인해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고통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위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향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잠재적인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주택 보유자 및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 주의 자원을 미리 배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2017 년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로어 나이아가라 리버(Lower Niagara River),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주변에서 고수위가 발생한 이래 주정부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물가를 위해
9,500 만 달러 규모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복구 프로그램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원조 공약 4,5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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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만 달러 지원금 두 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2018-19 뉴욕주 예산은 복구
프로그램에 4,000 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포함합니다. 복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해안
재건, 안정화, 홍수 당시의 비상 복구를 위한 보상, 방파제 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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