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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먼로 카운티 아이언데큇 타운의 복원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  

  

Irondequoit 베이 주 해양 공원의 267만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이용을 늘릴 예정  

  

공공 안전, 관광에 중요한 선착장을 개선  

  

50만 달러를 투자해 컬버 로드의 우수관을 개선하여 지역 도로를 보호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먼로 카운티 아이언데큇 타운(Town of Irondequoit)의 

아이언데큇 베이 주 해양 공원(Irondequoit Bay State Marine Park) 복원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267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온타리오 호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역사적인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선착장, 부두, 주차장의 높이를 올려 수위가 높은 때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온타리오 호숫가를 따라 전례 없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보았다시피, 기후 변화의 영향은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뉴욕주가 해안 지역사회들과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는 중요한 

인프라를 재건할 뿐만 아니라 재구상하여 대자연이 가진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언데큇에서 완료된 것과 같은 두 복원 프로젝트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프로그램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해안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그들이 더 낫고 스마트하게 강한 회복력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언데큇 베이 마린 주립공원(Irondequoit Bay Marine State Park)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곳의 개선은 미래의 

홍수를 대비하고, 공공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즐거움의 장소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주차 구역과 선착장의 높이를 올리는 것 외에도 새로운 임시 부두와 놀이터, 카누/카약 

선착장이 공원에 추가되었으며, 미국인 장애인 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접근 가능한 낚시 부두와 컬버 로드(Culver Road)를 따라 보도가 추가되어 공원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관은 올해 말 공용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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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데큇 타운은 또한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과 여러 주요 비즈니스의 

관문인 컬버 로드를 따라 우수관 개선하는 인근의 프로젝트도 완료했습니다. 컬버 로드 

프로젝트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에서 500,000 달러를 지원하여 도로 

홍수를 완화하여 수위 상승 시 도로 폐쇄의 가능성을 줄이고 응급 서비스 및 해당 지역의 

지역 시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복원성을 구축했습니다.  

구현된 탄력성 조치는 컬버 로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존 우수관 시스템의 배수구를 

개선하여 새로운 체크 밸브 설치 및 중단 없는 비상 예비 발전기를 갖춘 펌프 스테이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가정 및 사업체에 대한 향후 홍수 영향을 완화합니다.  

  

아이언데큇 베이는 로체스터의 북동쪽으로 약 5마일가량 떨어져 있으며, 레이크 

온타리오를 향해 이어집니다. 44 에이커 규모에 달하는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공원의 북서쪽 해안선은 컬버 로드 및 씨브리즈 드라이브(Sea Breeze Drive)와 

인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언데큇 타운에서 운영 및 유지하는 공원을 400,000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조치에 더해 탄력 있는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인 인공적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더 큰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제 향후 높은 수위로 인해 지역 레크리에이션 경제의 핵심인 온타리오 호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이자 REDI 

공동 의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는 

온타리오 호숫가를 따라 높은 수위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아이언데퀴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이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재구상과 지역사회 자산 

재구축, 공공 안전의 강화,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공유 환경 보호 등 조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국무부 교통부 책임자 Marie Therese Doming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Cuomo 주지사의 확고한 지원은 아이언데퀴 마을과 다른 해안 지역사회들이 세계 기후 

변화의 어려움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데퀴에서 완료된 작업은 마을이 미래의 홍수를 예방하고, 응급 서비스를 위한 

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씩, 저희는 해안 지역사회가 높아지는 수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우수하고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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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 해안 지역사회가 높아진 수위와 잦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Cuomo 주지사와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가 응답해 주었습니다. 아이언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 프로젝트의 

완료는 미래의 홍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가 재구축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새로운 부두 및 선착장은 이 아름다운 지역에 더 많은 보터들과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바쁜 여름 시즌을 맞아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덕분에 저희는 온타리오 호수 지역사회들이 워터프론트를 

활성화하고 향후 홍수와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아이언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의 개선은 더 안전하고 홍수에 강한 조건을 만들고, 

새로운 편의 시설과 수상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도입하며,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원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뉴욕 주민들이 여름 시즌을 즐길 준비를 함에 따라 

저희는 그들이 이 훌륭한 공공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맞이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져 보트 시즌에 맞춰 이 지역의 

관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해안 

지역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Joe Morell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홍수의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요한 투자를 통해 미래 

재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숫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지역 경제를 

강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를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고자 하는 주지사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Samra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택 소유주와 사업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속적인 홍수 및 해안선 

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스템, 교량, 도로, 선착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은 제55 상원 지구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온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과 컬버 로드 스톰 

하수도(Culver Road Storm Sewers) 프로젝트의 완료에 자부심을 느끼며 축하하게 

됩니다."  

  

Sarah Clar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아이언데퀴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온타리오 호수에서 아이언데퀴 베이(Irondequoit Bay)와 제네시 강(Genesee River)에 

이르는 다양한 수로에 근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해안선을 따라 인프라를 

개선하여 높은 수위 및 폭풍으로부터 주민과 기업을 더 잘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언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과 컬버 로드 스톰 하수도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 정부의 

투자는 필요한 곳에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공공 선착장 주변의 

확장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보트 및 여가 활동을 즐길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와 이러한 개선을 가능하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표합니다."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아이언데퀴에 

거주했던 사람이자 타운 슈퍼바이저 출신으로서, 저는 해안의 주민들과 사업체, 그리고 

최초 대응자들이 파괴적인 홍수를 맞닥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대한 3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아이온데퀴 베이와 온타리오 호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온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에도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재해에 더 강해지고 더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정부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언데큇 타운 슈퍼바이저 David See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언데퀴 베이 

주립 해양공원의 재개발은 이곳이 항상 소유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력을 

인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공 워터프론트 인프라를 높은 수위에 더 탄력적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지사 및 주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아름다운 

시설의 방문 경험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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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19개 프로젝트, 완공된 1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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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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