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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업스테이트 카운티 5 곳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100만 달러의 보조금에 대해 발표 

 

극한의 기상 사태를 대비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폭 넓은 복원력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카운티 5 곳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총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폭풍과 

극한의 기상 사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악천후 상황을 더욱 잘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카운티들이 복원력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카운티 5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제네시, 오렌지, 설리번, 

톰킨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음 폭풍을 기다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 전 지역의 

카운티들이 미래의 비극적인 처참한 기상 사태에 대비하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예측할 수 없는 파급 효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사회들이 극한의 기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들에 대한 이 재정 지원은 혁신적으로 복원력을 

갖추는 계획을 지원하여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Smart 

Growth Program)을 통해 조성된 이 100만 달러는 현지 지역사회에서 홍수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시내, 해안, 주요 인프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운티들이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의 정부내 혁신을 위한 애쉬 센터(Ash Center for 

Innovation in Government)가 2015년에 톱 10 혁신 프로그램(Top Ten innovative 

program)으로 인정한,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 주지사가 시행한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Initiative)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카운티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의 원칙을 통합하면서 복원력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계획들이 해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풍우 및 강수량이 늘어나는 사태의 빈도 및 심각성 증가, 

• 해수면 상승, 

• 폭풍 해일, 

• 해안 및 하천가 범람, 

• 가뭄, 

• 파편 및 얼음 조각으로 배수구 막힘(ice jam). 

 

스마트 성장 보조금 프로그램(Smart Growth Grant Program)은 2016년 12월에 

빙엄턴에서 개최된 Cuomo 주지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공동 관리 

콘퍼런스(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행사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최된 아홉 번의 추가 콘퍼런스에서, 각 

지역의 토론자와 강연자들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카운티 14 곳이 경쟁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카운티 5 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Smart Growth program)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이 카운티 5 곳은 

피해를 입히는 기상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현지 주민과 

사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사회들을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의 지역사회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을 갖춰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 공공 인프라, 건물, 기타 자산들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후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사태 및 홍수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과 

공공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가, 해안, 분수령 주변의 지역사회들은 극한의 기상 

사태 및 범람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상기시켜 

주는 바와 같이 다음번의 치명적인 폭풍우는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역사회들이 인명, 부동산, 지역사회, 사업체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는 뉴욕에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기금은 이 카운티들이 미래의 심한 폭풍우에 대비하여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Stephen Acquari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 지역의 카운티 리더들은 언제나 다음번에 

발생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상 사태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스마트 성장 보조금 프로그램(Smart Growth grant 

program)은 복원력을 갖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추가 자원을 카운티에 제공합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험악한 

기상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카운티들이 뉴욕주에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극한의 기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제네시 카운티 의회(Genesee County Legislature)의 Robert Bausch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 성장 보조금 프로그램(Smart Growth grant program)은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 카운티들이 다음번의 혹독한 기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번의 치명적인 폭풍우가 언제 

몰려올 것인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욱 복원력을 갖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치명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이 기금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모든 주민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뉴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Steve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폭풍에 견딜 수 있는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우리 지역사회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한의 기상 사태에 대비해 공공 시설과 주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리번 카운티 의회(Sullivan County Legislature) Luis A. Alvare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기상 사태에 견디고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천연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조성된 

주정부 기금은 지역사회가 폭풍 피해로부터 현지 주택과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으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기상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지한 후, 미래 세대의 뉴욕 주민과 지역사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톰킨스 카운티 의회(Tompkins County Legislature)의 Martha Robert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농장, 도시, 주택, 

인프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기상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커지고 있는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계속 무시하고 있지만, 뉴욕은 더욱 복원력을 갖춘 주로 발전해나가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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