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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먼로 카운티 그리스 타운의 복원 프로젝트의 이정표를 발표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의 1백만 달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미래의 홍수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보장  

  

엣지미어 드라이브를 따른 850,000달러 빗물 배수거 업그레이드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교차로를 보호하고 긴급 차량의 통과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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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환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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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를 통해 먼로 카운티 그리스 타운에 수여된 

11개의 프로젝트 중 1개 프로젝트인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West Point Marina)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완성된 1백만 달러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보조금 

프로젝트는 브래독 베이 마리나(Braddock Bay Marina)라고도 알려진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를 미래의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0개의 공개 슬립과 8에이커 규모의 뉴욕 소유 브래독 베이 파크 내에 위치한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는 타운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위가 높은 기간 동안, 마리나의 

방파제는 이전 고도 248.5'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기존의 연료 펌프는 물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도의 작용으로 펌프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방파구 

위로 높이 솟아 위험한 홍수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진 복원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리나 방파제를 홍수 수준 이상의 높이로 교체  

• 홍수 상승 수준 이상으로 연료 펌프를 올리고 홍수 복원력을 향상  

• 새로운 폭풍 배수 인프라 설치;  

• 홍수 고도 위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접근 가능한 통로 

상승  

• 물 및 전기 서비스는 새로운 홍수 복원력 구조로 업그레이드되고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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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에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이 지역의 수많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경제가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리스 타운과 같은 물가 커뮤니티가 더 

튼튼하고 탄력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해안선을 

따라 중요한 홍수 완화 조치를 시행하며 인프라를 개선하고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재산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타운의 중요한 관광 산업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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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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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타운의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왔지만, 이곳의 개선은 미래의 홍수를 대비하고, 공공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즐거움의 장소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그리스 타운에서 추가적인 탄력성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엣지미어와 아일랜드 코티지(Island Cottage)와 인접 도로의 교차점은 

수위가 높은 기간 동안 홍수 및 폭풍 하수도 시스템 역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 

주택 및 기업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료된 프로젝트는 수위가 높은 기간 중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거주자 및 비상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화 조치에는 폭풍 하수도 시스템 교체 및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 밸브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빗물 펌핑 스테이션이 건설됩니다.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타운에 850,000달러를 

수여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부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 타운과 협력하여 보다 탄력적인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를 건설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극한의 기후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은 레이크 온타리오 물가 지역사회의 미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앞으로 수년 동안 

레이크 온타리오에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보트 타기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교통부와 주 및 지역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파트너는 물가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향후 홍수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엣지미어 드라이브의 이러한 폭풍 하수도 프로젝트는 인프라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대자연이 보유한 모든 지역의 주택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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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우리 물가 

지역사회의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에 필요한 부스트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euben R.McDaniel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은 

홍수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뉴욕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워터프론트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경제적 활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와 지방 공무원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Josh Jense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숫가 지역사회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수위 상승과 홍수로 인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타운에서 

이러한 매우 중요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물가의 복원력이 크게 높아져 호수 수위가 

다시 상승하더라도 주민과 중소기업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지역 사회에 

대한 주정부 투자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이 필요한 개선을 완료한 뉴욕주와 

그리스 타운 간의 파트너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마리나에서 

이루어지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보조금 프로젝트는 수위 상승 및 기존 연료 

펌프와 관련된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레이크 

온타리오의 수위 변화는 물가 근처에 사는 지역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스의 엣지미어 드라이브와 아일랜드 코티지 로드에서 홍수 피해를 완화시키는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이 위험을 이기기 위한 해답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사전 예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위가 발생하는 미래의 모든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먼로 카운티의 레이크 온타리오 

물가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에 대해 뉴욕주와 Cuomo 주지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타운 슈퍼바이저 William Reili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독 베이 마리나의 

방파제 재건은 이 중요한 공공 자원을 보호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수위 상승에도 이 

지역의 활성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보트 타기의 부활은 

우리의 워터프론트 경제를 재충전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원력과 경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또 다른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3건이 더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삼는 

주지사와 그의 리더십 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와 계속 협력하는 모든 수준의 기관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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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17개 프로젝트, 완공된 19개의 프로젝트 등 총 133개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정보, 프로젝트 프로필 및 지역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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