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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처음으로 온타리오 호수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 콘퍼런스 개최하고 온타리오 호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3억 달러 자금 지원 발표  

  

주지사, 250명 이상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인사와 회동  

  

지방정부는 뉴욕주 지출 1달러 당 15퍼센트 지원  

  

주정부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탄력성 및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 세울 것  

  

지방정부는 자금 신청을 위해 프로젝트를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협의체(REDI 

Commission)에 근로자의 날(Labor Day)까지 제출  

  

주지사는 모래주머니 작전을 위해 추가 100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배치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웹사이트 

발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 지도자 및 온타리오 호수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협의체와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온타리오 호수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최대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 정부 지출 

1달러 당 15퍼센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지사와 협의체, 그리고 온타리오 호수 및 

세인트로렌스 강 유역 지역사회에서 온 250명 이상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인사들은 

로체스터에서 모여 호수의 워터프론트에 자리한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한편 여름 

관광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 지역의 지방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수의 기록적인 수위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2017년과 올해, 두차례 겪었습니다. 두차례 모두, 홍수로 인해 연안 지역의 많은 부분에 

침식이 발생했고, 연안 구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인프라도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모래주머니 작전을 위해 추가로 100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온타리오 호수 지역사회로 배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의 상황은 일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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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어떨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협의체(REDI Commission)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모든 파트너십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전례 없는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셔야 

할 것은, 뉴욕주가 온타리오 호수의 지역사회를 지지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탄력성 및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 3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연설을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타리오 

호수 연안의 가정과 사업체,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힘을 사용하고 지방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등 대담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호수 지기가 되어 미래를 

위해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이루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7년 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이래로, 뉴욕주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2017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온타리오 호수 인근의 지역사회를 개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일한 지역사회들은 결국 올해 기록적인 수위 상승과 홍수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 새로운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태스크포스가 추진하는 

조치와 태스크포스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기타 후속 투자는 이러한 지역사회들이 

새롭게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협의체는 2017년 심각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온타리오 호수의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점검했습니다. 지방 지도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여, 태스크포스는 법 개정부터 구조 패키지, 행정 조치에 이르는 새로운 

일련의 조치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연안을 재건할 뿐 아니라, 

미래에 어떤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방정부는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우선순위 과제의 개요를 주정부 

인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 인사들은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협의체가 확인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심의를 위해 

프로젝트를 근로자의 날(Labor Day)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방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뉴욕주의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온타리오 호수 

연안에 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수위 상승에 대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입니다. 거주민들은 사이트에서 호수 수위 데이터에 대한 정보 요청에서부터 기금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태가 진전된다면 사이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추가 자원을 업데이트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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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REDI Commission)는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전략적인 제안을 제시하여, 

경제 개발 기회를 만드는 한편 새로운 환경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탄력 있는 

지역사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뉴욕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고 빈번한 태풍의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이슈들은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로렌스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번영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uomo 

주지사가 환경보존부(DEC)와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의 기타 회원들에게 연안 

지역의 탄력성을 개선할 포괄적인 어젠다를 제시하여 연안 지역사회 및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한 이유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의 

Gerrard P. Bushell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Cuomo 주지사의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서비스청은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로렌스 호수의 수위 증가로 영향을 받는 지방 지역사회를 지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욱 강력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이들이 미래의 비상 상황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비상운영관인 Michael Kop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수위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하거나 대자연이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전까지, 우리는 이 

홍수를 뉴노멀이자 지속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지사가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협의체(REDI Commission)를 구성한 이후, 우리는 이제 다음 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의 단기 비상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솔루션의 

실시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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