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운하 체계 사용성 재구성 위해 250만 달러 규모의 대회 개최 발표  

  

3개 대륙 출신 운하 전문가 및 애호가 수백 명이 참석한 세계 운하 콘퍼런스(World 

Canals Conference)에서 발표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뉴욕주 운하 체계을 재구성하여 업스테이트 경제 

성장의 원동력 및 세계 최상의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및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가 운영할 본 대회에서는 우승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 250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체계는 뉴욕의 유서 깊은 과거를 이루는 필수 

부분이므로 우리 주의 미래에서도 필수 요소로써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하 체계와 주변 지역사회를 성장 및 번영시킬 굵직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참신한 생각을 끌어내어 최고의 아이디어가 역사의 

부분을 미래로 이끌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의 잘못(Clinton's Folly)라는 이름이 

붙은 이리 운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수송 지점이 되었고 업스테이트 뉴욕이 

번영의 세기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운하 200주년을 맞아 상징적 운하(Canal)가 다시 

한 번 뉴욕주 전역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방법을 재구상해볼 때입니다.”  

  

본 대회는 뉴욕이 1817년 7월 4일 뉴욕 롬에서 건설이 시작된 이리 운하 200주년을 계속 

축하하는 의미로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뉴욕주는 이리, 챔플레인, 카유가-세네카, 

오스위고 운하를 비롯한 524 마일의 주 운하 체계 100주년을 맞습니다.  

  

자회사인 주 운하 체계을 운영하는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는 운하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운하길을 크고 좋게 만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쏟고 싶습니다.”  

  



 

 

Quiniones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열린 세계 운하 콘퍼런스에서 해당 대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본 콘퍼런스는 3개 대륙에서 온 운하 전문가와 애호가 수백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주 내내 계속됩니다.  

  

Brian U. Stratton 뉴욕주 운하관리공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 건축은 

지속성과 비전을 갖고 회의성을 극복했으며 운하 건설로 나라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하를 개조하여 필수 여행 장소이자 휴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본 대회의 목표는 다음 사항을 촉진할 프로그램 및 계획을 포함합니다.  

 뉴욕 거주자 및 방문객의 휴양 자산이자 관광 목적지로써의 운하 체계 및 

루트  

 운하 체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운하 체계의 유산  

 운하관리공사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  

  

해당 대회에서는 두 가지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인프라 분야, 휴양지 이용 및 

관광업을 늘릴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일회전에서 출전자는 본인의 제안이 대회의 핵심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출전자의 자격 요건을 간결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결승전 출전자는 각각 

이회전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5만 달러를 받고 운하 체계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당국 또는 운하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우승자를 두 명 이상 선택할 것이며, 우승자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2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일회전 참가 신청은 12월 4일까지입니다. 최종 우승자는 내년 봄에 발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reimaginethecanal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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