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카운티의 20개 프로젝트에 4,900만 달러를 

투자해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 추진 발표  

  

 전문가 평가 및 검토 후 지역사회가 인증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 선정  

  

해안선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총 3억 달러에는 지역 준설 1,500만 달러, 민간 기업 

3,000만 달러, 주택 소유자 지원 2,000만 달러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는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Lake Ontario 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에 

따라 자금 조달의 첫 번째 라운드의 일환으로 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20 개의 프로젝트에 4,9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5월에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를 시작하여 해안선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역사회에 의해 식별되고 주 

기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복원력 수요를 모두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고, 친환경, 자연 또는 자연 

기반 기능을 통합하며,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 해안선을 따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재건과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 

해안선을 따라 역사적으로 높은 수위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속하고 혁신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카운티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와 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11개 주정부 기관이 전문성을 동원하는 한편, 지역 

인프라, 서식지 및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행동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이 지역이 복원력과 경제적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카운티에서 20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ormation-lake-ontario-redi-commiss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ormation-lake-ontario-redi-commission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위치한 지역사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 기업 및 주택 소유주가 주정부의 지원을 통해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홍수의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및 올리언스 

카운티의 프로젝트를 위한 이 집중 자금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노력은 극한의 기상 사건으로 인한 

황폐화 퇴치, 경제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 기록적인 수위에 도달한 이래, 뉴욕주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레이크 온타리오 인근의 지역사회를 개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일한 지역사회들은 결국 올해 기록적인 수위 상승과 홍수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8개의 카운티(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먼로, 웨인, 카유가, 오스웨고, 제퍼슨과 세인트 

로렌스)로 구성된 5개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지역이 만들어져 지역 

우선 순위, 위험 기반 시설 및 기타 자산, 공공 안전 문제를 파악합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는 주택 소유주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 

사업 복원력 향상을 위해 3,000만 달러, 8개 카운티 모두가 수혜를 받게 될 지역 준설 

사업에 1,5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인 2억 3,500만 달러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임무를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지역 및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는 3개월 동안 수백 

명의 지역 주민과 25명의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 회의 및 워크샵을 조직하고 15개 

이상의 계획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으며, 뉴욕주 정부 기관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에게 

지역사회가 제안한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수천 시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선 안정화, 공중 보건 및 안전, 주요 상수 및 폐수 

인프라, 선착장 및 항만, 토지 손실/가치 등 다양한 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또는 자연 기반 기능과 친환경 인프라에 중점을 둡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시행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다중 관할권 허가 검토 및 관련 환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복원력을 구축하고, 향후 재산 피해의 위험을 줄이며,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그랜드 레이크스(Great Lakes) 및 세인트 로렌스 강의 역동적인 

해안선을 따라 기술 데이터, 규제 지침, 모범 실무 및 개발 가능한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허가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기술 및 허가 정보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지침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n.ny.gov/rediguidance


 

 

높은 수위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오늘 발표한 

카운티 개별 프로젝트 외에도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를 따라 항구와 만에 

대한 안전한 항해 경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8개 카운티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지역 준설(Regional Dredging)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채널은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보트의 사업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지역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레크리에이션 보트에 주로 사용되는 최소 17개 항구 채널에서 필요로 

하는 유지 보수 준설 문제를 해결합니다. 준설한 퇴적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생태계 복원 또는 침식 관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식지, 수질 및 해변에 

양분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개 프로젝트의 전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조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와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파인 타운에서 진행되는 15,707,000 달러 규모의 올콧 하버 프로젝트(Olcott 

Harbor Project)는 올콧과 뉴파인 타운의 중요한 위생 하수도 인프라 및 주택에 

대한 홍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산책로와 해안선 안정화로 저지대 항구를 

둘러싸게 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적 개선 및 

수자원 접근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스트 하버(East Harbor)의 한 

곳과, 웨스트 하버(West Harbor) 한 곳의 해안선 상승 처리를 포함한 복원력 

대책은 펌프 스테이션 #6(Pump Station #6)을 비롯해 항구 동부의 기업, 건물 및 

주거지, 도시의 중요한 위생 하수도 인프라를 보호하여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안선 보호 조치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침식 및 기타 높은 물 

관련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항구 입구를 보호하는 동쪽 연방 부두(Federal Pier)의 위치를 

높이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윌슨 타운에서 진행되는 3,362,000 달러 규모의의 선셋 아일랜드 웨스트 배리어 

바 프로젝트(Sunset Island West Barrier Bar Project)는 도로와 물 사이에서 

해안선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 포장, 상승, 또는 기타 

도로 강화 노력이 포함됩니다.  

• 포터 타운에서 진행되는 2,103,000달러 영스타운 빌리지 워터프론트 

프로젝트(Village of Youngstown Waterfront Project)는 경제 발전,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지원을 위해 워터프론트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안선 안정화 조치를 높이고 플로팅 독와 부두를 추가하여 보트 활동과 

해안선 침식에 대한 파도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 뉴파인 타운에서 진행되는 1,814,000 달러 규모의 올콧 비치 둔턱 프로젝트(Olcott 

Beach Berm Project)는 둔턱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홍수로 

및/또는 펌프 시스템 추가와 같이 둔턱 외 홍수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해변 둔턱을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REDI_Project_Profiles_NO_20191010.pdf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파도로부터 올콧의 서쪽뿐만 아니라 마을 주차장 및 

연중 내내 저지대 지역의 사업체 및 주택을 보호 할 것입니다.  

• 서머셋 타운에서 진행되는 87,000 달러 규모의 YMCA 캠프 케난 프로젝트(YMCA 

Camp Kenan Project)는 캠프에 공공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해안선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프는 높은 수위 및 파도로 인해 홍수 및 침식이 발생한 

해안선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에 기반한 해안선 안정화 조치는 매년 수백 명의 

야영객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시즌 주택의 역할을 하는 캠프를 보호합니다.  

• 예이츠 타운에서 진행되는 2,531,000 달러 규모의 예이츠 타운 파크 및 확장 

프로젝트(Yates Town Park and Expansion Project)는 해안선 개선과 함께, 뉴욕주 

전기 및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의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탄력적인 야생 동물 피난처를 조성하고 보호 습지 

구역을 늘리고 레이크 온타리오 해안선에 대한 대중 접근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의 동쪽과 서쪽 경계에 해안선 보호 처리를 통해 습지에 대한 파도 

작용/침식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칼튼과 켄달 타운에서 진행되는 2,062,000 달러 규모의 레이크쇼어 로드(97번 

도로) 프로젝트(Lakeshore Road (Route 97) Project)는 97번 도로를 따라 절벽을 

안정화하고 도로 및 매립 수도관에 대한 해안선 보호 개선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어류의 서식지를 개선하고 파도 방어선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규모 

해안 모래톱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 628,000 달러 규모의 레이크사이드 파트 로드 이스트 앤 웨스트(Lakeside Park 

Road East and West) 프로젝트는 이 도로를 복원 및 보호하여 주민과 비상 

대피자들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해안선 안정화 조치는 도로 및 매립 유틸리티를 

보호합니다.  

• 칼튼 타운에서 진행되는 751,000 달러 규모의 포인트 브리즈 보트 런치 

프로젝트(Point Breeze Boat Launch Project)는 고정 고도 부두를 플로팅 독과 

슬립으로 교체하여 이 시설의 복원력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지역 경제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보트 접근을 지원하는 

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31,000 달러 규모의 톰슨 드라이브 프로젝트(Thompson Drive Project)는 

턴어라운드의 침식을 해결하고 해변에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이 자연에 기반한 

프로젝트는 부식을 줄이는 한편, 경로를 따라 액세스를 유지하면서 지역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이자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공동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깊이와 범위, 그리고 진행 속도는 놀랍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https://www.ny.gov/lake-ontario-flooding/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gional-projects#niagara-and-orleans-counties


 

 

아이디어와 행동을 양성하기 위해 수많은 주정부 및 지역 지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더욱 굳건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수위가 증가하는 새로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강력한 복원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는 지역사회가 파괴적인 기상 사건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불행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만 달러 규모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기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에 의해 관리될 레이크 온타리오 비즈니스 복원력 프로그램(Lake 

Ontario Business Resiliency Program)을 위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2019년에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의 높은 수위로 인해 직접적인 물리적 홍수 관련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게 최대 200,000 

달러의 교부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농장, 주택 소유자 

협회 및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금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의 최대 50 퍼센트를 상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홍수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기업체를 강화하고 자연 속에서 더욱 

기업체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에 따라 

수여되는 주 기금의 5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은 지방 정부로부터 매칭 기금으로 

지원 받아야 합니다. 지역 공헌에는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ies)이 

제공하는 특정 세금 면제, 통상 허가와 수수료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면제,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직접 지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비즈니스 복원력 프로그램(Lake Ontario Business Resiliency 

Program)의 신청 접수 기간에 알림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최근에 게시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외에도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epartment of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영향을 받은 8개 카운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손해를 최대 50,000달러까지 주정부 기금으로 상쇄할 수 있는 2019 

개인 주택 소유자 지원 프로그램(Individual Homeowner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신청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의 해안선을 따라 지역사회가 엄청난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유형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복원력을 개선함으로써 주택 

소유자와 기업을 위한 복구 노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https://esd.ny.gov/lake-ontario-business-resiliency-program
https://www.ny.gov/lake-ontario-flooding/lake-ontario-flooding-preparation-resources#redi-phase-1---planning-process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친환경 인프라 또는 자연 

또는 자연 기반 기능을 통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습한 날씨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탄력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파이프 배수 및 수처리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폭우 인프라는 빗물을 건축 환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친환경 인프라는 근원에서 빗물을 줄이고 처리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자연적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최근 

발표를 통해 내년의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적극적인 국가 주도의 서식지 복원 

이니셔티브인 "대자연 복원(Revive Mother Nature)"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자연 

복원(Revive Mother Nature)은 오늘 발표된 많은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악천후에 대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복원 및 증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설비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대표 대행이자 최고경영자, 

총괄 고문인 Maureen 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주요 

수자원 인프자 투자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홍수 완화 외에도 

오염 물질 필터링, 대수층과 강 및 하천 재충전, 서식지 복원, 주변 환경 냉각, 대기 오염 

감소, 에너지 사용 감소 등 지역사회에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전역의 지역사회 

복원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항상 지역 및 주 

지도자들의 힘을 활용하여 큰 자산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레이크 온타리오를 따라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함으로써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는 많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워터프론트를 활성화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인프라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을 안정화하고 선박 출항지 및 부두와 같은 해안 자산에 투자하는 

노력이 지역 경제와 물과 연결된 삶의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주지사의 행동 촉구에 대해 강력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답변했습니다. 곧 해안을 따라 

더욱 회복력이 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간의 사려 깊고 긍정적인 대화의 결과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지역 지도자들의 시각을 모색하고 이 지역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홍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사회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tions-most-comprehensive-statewide-habitat-and-water-restora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tions-most-comprehensive-statewide-habitat-and-water-restoration


 

 

강력한 지지자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 의 창설은 심각한 날씨와 기후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예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고 복원력을 강화하고 뉴욕주의 해안선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정부 자원을 결집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 

지역사회가 고통을 겪을 때, Cuomo 주지사는 홍수에 대처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홍수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기업 및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았습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우리 주 및 지역 파트너들이 해안선을 따라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New York State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증하는 

수위 상승에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사회의 장기 건강을 진정으로 보호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수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안선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 위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 작업을 시작할 계획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은 우리 주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에서는 먼로와 웨인 카운티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를 통해 이 대규모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 해안선 지역사회가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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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pma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는 Cuomo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더욱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의 성과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주정부, 카운티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해안선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함께 일해야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Robert G.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주민, 기업 및 지역들은 계획 2014(Plan 2014)의 위험하고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각한 홍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저는 이 홍수 

구호 지원 기금을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4,900만 달러는 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발을 내딛고, 잃어버린 재산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한편, 

인프라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ichael J. Norri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올콧 

항구(Olcott Harbor)를 새로운 방수벽으로 강화하고 레이크 온타리오 남부 해안을 따라 

다른 인프라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뉴욕주가 주요 인프라 및 복원력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올콧 하버 

프로젝트(Olcott Harbor Project)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카운티 전역의 기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앞으로 수십년 간 

이러한 경제 및 관광 중심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해안선 인프라 재건과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부가 뉴욕주의 근면한 납세자를 위해 양당적인 노력을 통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에 감사드립니다. 

해안선 인근의 주민 및 기업들이 최대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해안선 개선 및 회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이 겪고있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높은 수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는 우리 해안선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해안선이 여전히 사업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Cuomo 주지사 감사드립니다."  

  

Steve Hawle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Lake Ontario REDI)가 올리언즈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 기업 및 

지자체을 지난해의 기록적인 홍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호수의 남쪽 해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가 복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이 프로젝트 패키지를 완료하여 

해안선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정부 및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리언즈 카운티 의회의 Lynne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홍수이든 

혹독한 폭풍이든, Cuomo 주지사는 항상 올리언스 카운티의 필요를 해결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윌슨 빌리지의 Arthur Lawso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환경에 

대한 투자 및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설립을 통해, 향후 세대를 위해 뉴욕 

지역사회와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뉴욕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으며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를 통해 가정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윌슨 타운의 Doyle Phillips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위로 인해 지역사회가 황폐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모든 것을 

잃은 수많은 주민과 사업주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국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 기슭을 따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여 홍수 대응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뉴파인 타운의 Tim Horanburg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기록적인 

높은 수위가 발생한 이후 우리 타운과 빌리지는 가정, 지역 경제 및 인프라를 반복적으로 

손상시킨 홍수의 영향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는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우선 순위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해 우리는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방문자를 유치하며 더 강력하고 탄력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켄달 타운의 Tony Camaratta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홍수 

피해를 복원하고 향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투자는 취약한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부터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지휘하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에서 뉴욕주 환경보존부(DEC)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가 참여 기관으로는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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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General Servic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부(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비상 관리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뉴욕주 

노동부(State Department of Labor),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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