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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JAMES 법무장관과 함께 막대한 홍수 피해에 대해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에 확대 소송 제기  

  

소송에서 국제연합위원회(IJC)가 홍수 프로토콜 이행에 실패하고 호수 주변의 

소유주들을 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에 대한 소송을 근거로,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뉴욕주를 대신하여 모세스-손더스 파워 

댐(Moses-Saunders Power Dam) 홍수 프로토콜 이행 실패에 대해 

국제연합위원회(IJC)에 확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제연합위원회(IJC)는 "플랜 

2014(Plan 2014)"로 알려진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이 프로토콜은 수위가 

극도로 높아지면 댐은 "상류와 하류 모두의 수역 인근 소유주에게 가능한 모든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가 2017년과 

2019년의 홍수에 대응하여 실패한 결과, 뉴욕은 실질적이고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달 환경보존부(DEC)가 제기한 소송을 확대한 것이며, 

환경보존부(DEC)를 포함한 모든 주정부 기관이 입은 손해는 총 5,000만 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는 레이크 온타리오 수위 

조절에 실패하여 취약한 호수 주변 지역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고, 그 결과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여, 뉴욕주 혹은 위원회가 보호했어야 하는 소유자들이 그것을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는 우리의 불만 사항에 전적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대 소송을 통해 

우리는 피해 비용을 더 잘 회수하고 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는 주요한 임무인 레이크 온타리오 수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가 계속해서 위험한 홍수에 뉴욕 주민을 노출시킨 다면, 우리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호수가를 따라 정착한 개인 및 가족은 애초에 피할 수 있었던 

가정과 사업에 대한 손해에 대처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이 국제연합위원회(IJC)의 과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전, 보안 

및 정의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의 무능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해주신 법무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연합위원회(IJC)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를 관리하는 

한 가지 작업을 담당했으며,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수가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국제연합위원회(IJC)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법무장관(AG)의 참여를 환영하며,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장관실(OAG)은 환경보존부(DEC),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군사행동부서(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등 뉴욕주 정부 부서 

및 기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을 대변하여 법적 행동에 나섭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존부(DEC)는 2019년10월 9일 국제연합위원회(IJC)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과거 환경보존부(DEC)가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기타 뉴욕주 기관이 받은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무장관 및 Cuomo 주지사 직속 사무실은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다음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 주정부 재산에 대한 손해.  

• 주정부가 재산, 지방자치단체 및 거주자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손해.  

• 상실된 여가 활동 가치를 포함한 천연 자원 손실.  

  

2017년 레이크 온타리오 호수가에서 발생한 홍수로 주정부는 주립공원, 해변, 캠프장, 

보트 부두, 출항장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먼로, 웨인, 카유가, 제퍼슨,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서 레이스 

온타리오 호수가를 따라 수천 개의 기업과 뉴욕 주민들에게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2019년 홍수로 인한 주정부 재산 피해는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일부 시설이 

복구를 위해 문을 닫거나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의 수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발생한 피해로서,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운티에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 8개 카운티와 수백 마일의 호수가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25일 동안 뉴욕주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활성화했습니다.  



 

 

  

여러 주정부 기관은 또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및 뉴욕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은 물 장벽 및 기타 장비로 

공공 및 민간 해안 재산을 강화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샌드백, 샌드백 머신, 펌프 및 

물 장벽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뉴욕 8개 카운티와 수백 마일의 

해안선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25일 동안 뉴욕주 비상 운영 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활성화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샌드백 충진 작업을 감독하고 사고 명령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의 응답 비용은 총 3,7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2017년과 2019년에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지자체, 기타의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레이크 

온타리오-세인트 로렌스 시웨이 홍수 구제 및 복구 기금 프로그램(Lake Ontario-St. 

Lawrence Seaway Flood Relief and Recovery Grant Program)과 연계를 통하는 한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레이크 온파리오 소상공업 

복구 기금(Lake Ontario Small Business Recovery Fund)을 통해 배정되었습니다.  

  

미영 경계수역조약(U.S.-Great Britain Boundary Waters Treaty), 플랜 2014(Plan 2014), 

2016 보충 승인 명령(Supplementary Order of Approval), 기타 적용가능한 법에 따르면, 

국제연합위원회(IJC)는 레이크 온타리오의 뉴욕 수역 인근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한 재산 소유주들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의 기준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댐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무장관의 환경보호부서(Attorney General's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에서 Lemuel M. Srolovic 부서장의 감독에 따라 Matthew J. Sinkman 차관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부서(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는 

사회정의국(Division of Social Justice) 산하 기관으로, Meghan Faux 법무차관 및 

Jennifer Levy 수석 법무차관보의 감독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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