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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제퍼슨 카운티 복원 프로젝트 착공 발표

케이프 빈센트 타운에서 110만 달러 규모의 6번 카운티 도로 업그레이드 공사 진행하여
주택 소유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카운티 도로 보수 공사 수요 완화
3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를 통해 제퍼슨 카운티에 지원되는 복원
프로젝트의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6번 카운티 도로(County Road 6)는 케이프 빈센트
빌리지와 티베츠 포인트 사이의 케이프 빈센트 타운의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주변에 위치하며, 지역 주거지 및 티베츠 포인트 등대(Tibbets Point Lighthouse)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와 갓길은 해안 침식 및 홍수 잔해, 바람, 파도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및 레이크 온타리오 동쪽에 직접 저하고
있기 떄문에 취약합니다.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도로 사용이 어려워지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제퍼슨 카운티와 케이프 빈센트
카운티 고속도로부(Highway Department) 직원들이 상황을 관찰하다가 도로 폐쇄, 청소,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갓길이 망가진 도로를 이용하면서 귀가길 안전을 걱정해
왔습니다.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는 6번 카운티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퍼슨 카운티에 11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시행될 복원 조치는 6번 카운티 도로 피해 부분 복구 및 도로 갓길
복구 등입니다. 해안 부분 복원을 위해 사석을 설치하며, 이것은 바람, 파도, 추운
날씨로부터 도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카운티 및 타운 고속도로부의 홍수 관련 보수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의
워터프론트 지역사회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지만, 뉴욕주는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퍼슨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6번 카운티 도로 프로젝트는 홍수 및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홍수, 파도, 침식
등 엄청난 재해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기상 상황은 모두 도로 및 인프라를
손상시킵니다. REDI 위원회,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를 통해, 교통부는 계속 더욱
복원력이 높은 교통 네트워크를 세인트 로렌스 리버 및 레이크 온타리오 주변의 해안
지역사회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주민 및 비상 인력의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에는 수위 증가 및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NYPA는 케이프 빈센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방 지역사회의 복원과 복구를 지원해주신 복원 및 경제 발전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여름 놀이가 케이프 빈센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티베츠 포인트 등대까지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많은 사람이 매년 방문합니다. 저는 6번 카운티 도로와 티베츠 포인트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공사가 시작되어 매우 기쁩니다. 완공된다면 도로는 높은 수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행자, 주민, 비상 인력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 등대
및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rk Walczy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는 홍수가 이 지역의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위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티베츠 포인트 REDI 프로젝트는 해안을
강화하여 향후 이곳을 홍수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매일 도로를 이용하는 케이프
빈센트 주민들이 이번 주정부 투자로 인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Scott Gray 제퍼슨 카운티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베츠 포인트라고 불리는 6번
카운티 도로 재건축은 도로 갓길 및 해안 침식 및 높은 수위로부터 우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인트 로렌트 리버 및 레이크 온타리오를 따라 해안 복원력을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REDI 프로젝트는 뉴욕주, 제퍼튼 카운티, 지방 타운이 수 년간 워터프론트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입니다."
Bill Pond 케이프 빈센트 타운 고속도로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프 빈센트
타운은 서비스 지원을 통해 티베츠 포인트 REDI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제퍼슨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공된다면, 홍수나 폭풍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타운, 카운티,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Jerry Golden 케이프 빈센트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프 빈센트
빌리지는 NYS REDI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워터프론트에 반드시 필요했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운이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완공까지
노력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빌리지 이사회와 저는 케이프 빈센트 타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6번 카운티 도로에서 예정된 공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민 뿐 아니라, 매년 우리를 방문하는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빌리지와 타운은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왔으며, 또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완공된 공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향후
오랫동안 우리의 소중한 워터프론트를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과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로렌스 리버 기슭을 따라 확장된 홍수의 패턴에 대응하여,
뉴욕주는 REDI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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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 위원회는 주택 소유주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를, 사업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의 8개 카운티 각각에 혜택을 줄
지역 준설 노력에 1,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 3,500만 달러는 REDI
임무를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지역 및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2019년 봄, 주정부의 REDI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래 설계 단계 87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21개 프로젝트, 완공된 26개의 프로젝트 등 총 134개의 REDI 지역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 프로젝트 프로필 및 REDI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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