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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유적지에서의 복원 프로젝트 건설 착수 발표 

로렌스 카운티  

  

130만 달러 규모의 오그덴스버그 시 Fort de la Presentation 해안선 안정화 및 트레일 

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주지사가 추진하는 3억 달러 규모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를 통해 세인트로렌스 카운티(St. Lawrence 

County)의 Fort de la Presentation 협회에 지원된 1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오그덴스버그 시(City of Ogdensburg)에 위치한 Fort de la Presentation 

사이트는 한때 미국, 캐나다, 아메리카 원주민,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전쟁 중 예배, 

무역, 보호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재연 및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 사이트는 오스위개치강(Oswegatchie River) 교차점에 있는 

세인트로렌스 강 반도에 있습니다. 강과 근접하여 이 부지에서 광범위한 침식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피해를 줄이고 이 유적지의 역사적, 미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개선된 야생 동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더 회복력 있는 디자인으로 

홍수로 손상된 해안선과 산책로를 재건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와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해안 지역사회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풍부한 역사를 즐기기 위해 

주 전역에서 찾아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는 이 지역이 의존하는 관광 

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저희는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사회를 재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홍수를 견디고 중요한 관광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로렌스강과 온타리오강 인근의 

지역사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홍수를 최근 몇 년간 겪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이들이 더욱 나은 방식으로 현명하고 회복력이 강한 지역사회로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그덴스버그 시의 Fort de la Presentation 프로젝트는 

홍수 및 침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야생 동물 서식지를 개선하고 향후 

오랫동안 이 유적지와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안된 완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스위개치강 해안선은 라이브 스테이킹 플랜팅과 토 우드/토 락 설치와 

더불어 사석을 사용하여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 세인트로렌스강 해안선 작업에는 토양 리프트를 통한 암석 틀 안정화, 

강으로의 접근 안내를 위한 자연석 판 계단, 바이오리텐션 플랜팅을 

포함한 해안선의 플랜팅 등이 있습니다.  

• 아베 피케 트레일(Abbe Piquet Trail)의 일부를 홍수 고지 위로 올리고 

세인트로렌스 강 해안선에 전망 덱 플랫폼을 건설합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설계를 위해 Fort de La Presentation 협회와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 덕분에 이 작업은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위해 해안선의 아베 피케 

트레일(Abbe Piquet Trail)을 개선함과 동시에 향후 높은 수위로 인한 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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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Fort de la Presentation의 착공은 홍수에 

의해 악영향을 받은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해안 지역사회가 어느 때보다 더 현명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최근의 일례일 뿐입니다. 3억 

달러 규모의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향후 홍수로부터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현한 Fort de la Prestation 협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유적지를 개선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t de la Presentation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역사적인 

관광지의 즐거움을 보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해안선 안정화 

프로젝트 덕분에 역사 애호가, 재현자,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요새가 

홍수로부터 더 안전히 보호되고 하이킹 트레일 주변 또한 개선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할 것입니다."  

  

DASNY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euben R. McDaniel III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역사와 자연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관광과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를 강화합니다. DASNY는 뉴욕 전역의 수많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홍수와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의 자원을 조율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atty Ritchi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t de la Présentation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여행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풍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끊임없는 레크리에이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홍수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프로젝트는 이곳을 미래 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명소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의장 William Sherid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로렌스 

카운티는 오그덴스버그의 Fort de la Presentation 트레일 프로젝트의 획기적인 진행이 

아주 기대됩니다. 요새가 위치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그간 현지의 노력은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보존을 위한 조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거대한 세인트로렌스 강변의 

관광을 장려합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뉴욕주 노던 보더(Northern Border)를 따라 

해안을 손상시킨 자연재해의 극복을 상징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로렌스강에 접한 지역사회에 대해 노력을 멈추지 않은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Fort de la Presentation 협회 회장 Barbara O'Keef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의 역사적인 홍수는 Fort de la Presentation의 해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해안 안정화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돌풍과 파도로 인해 우리의 새로운 관람 

트레일이 손상되었습니다. 홍수는 접근로까지 닿아, 내륙까지 퍼졌습니다. 저희 요새 

협회는 이러한 손상을 수리하거나 해안을 안정화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뉴욕주와의 

파트너십과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세인트로렌스강과 

오스위개치강의 해안을 안정화하고 아베 피켓 트레일을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계속 Fort de la 

Presentation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유적지로 등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NYS OPRHP에 감사를 표합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로렌스 리버 기슭을 따라 확장된 홍수의 패턴에 대응하여, 

Cuomo 주지사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물가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8개 카운티(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먼로, 웨인, 카유가, 오스위고, 제퍼슨과 세인트로렌스)로 구성된 5개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이 설립되어 위험한 인프라와 기타 요소의 지역 

우선순위와 공공 안전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는 

주택 소유주 지원을 위해 2천만 달러를, 사업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의 8개 카운티 각각에 혜택을 줄 지역 준설 노력에 

1천 5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 3,500만 달러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임무를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지역 및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는 레이크 온타리오의 

홍수로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시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복원력 및 경제 개발 

관점 모두에서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여 미래를 위해 더 튼튼하고 강하게 재건하려 

했습니다.  

  



 

 

2019년 봄 주지사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래 설계 단계 

101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18개 프로젝트, 완공된 14개의 프로젝트 등 총 133개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정보, 프로젝트 프로필 및 REDI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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