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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제퍼슨 카운티 클레이튼 빌리지 내 혁신적인 다운타운 재활 프로젝트
완공 발표

그림 같은 강변 마을에 970L번 주도로 970L을 따라 930만 달러 규모 투자로 통행을
수월하게 하고 회복력을 향상
개선 작업으로 사우전아일랜드 지역의 위상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의 그림 같은 클레이튼
빌리지(Village of Clayton)를 통과하는 주요 여행 통행로인 970L번 주도로를 개축 및
현대화하는 혁신적인 93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작업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민과 방문자 모두을 위한 통행의 안전성과 용이성이 증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극한 기후 상황에 대항하는 회복력이 개선되었으며, 더욱 걷기 좋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시내 역사지구를 만들어, 사우전아일랜드(Thousand Islands)
지방 중앙에 있는 이 인기 행선지의 관광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세인트로렌스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위치한 클레이튼은 전형적인 강변
마을로서 수많은 상점과 식당, 아트 갤러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또한
오페라 하우스와 유명한 안티크 선박 박물관(Antique Boat Museam)을 포함한 박물관
세 곳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팬데믹에서 계속 회복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람들과 상품들이 필요한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름다운 클레이튼 빌리지의 이러한 개선 사업은 이
지역이 선사하는 모든 경험을 주민과 방문자들이 다같이 누리도록 도우며,
사우전아일랜드 지역이 계속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970L번 주도로는 클레이튼 시내 역사 지구를 관통하는 중요한 여행로로서, 제임스
스트리트(James Street),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 웹 스트리트(Webb
Street)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지역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협동 작업을
통하여, 제임스와 메리 스트리트 교차로에서부터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휴구닌
스트리트(Hugunin Street) 교차로에 있는 웹 스트리트까지, 새 아스팔트와 도로포장과

모든 형태의 통행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행자 과속방지턱을 갖추도록 도로를
재건축하였습니다. 새로운 도로 경관에는, 벤치, 장식성 조명, 벽돌 바닥재, 장식성
화초가 포함되며, 역사 지구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지역
전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제임스 스트리트의 도로변 주차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으로는 역사 지구를 통과하는 지상 송전 시설을 지하로
이동하여, 심한 기상 사태 시 정전 사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 또한
현대화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프로젝트의 개발에 백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계획의 제5차 기간 중
수여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교통과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 중에는 시내 지역에서 대규모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교통국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빌리지는 뉴욕 전체에서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앞으로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우리 각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연대감을 강화하는
인프라에 매우 중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와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를 지속가능하게 재건하고, 경제 발전을 향상하기 위한
회복 및 경제 개발 계획(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또다른 프로젝트를 보완을 이룹니다. 현재 클레이튼 빌리지
하수 집수 및 처리장의 240만 달러 규모의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고수위 사태 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고 세인트로렌스 강으로 유입되는 범람을
막음으로써 잠재적인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019년 세인트로렌스
강 범람은 클레이튼 하수 집수 시스템 및 처리 시설뿐 아니라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이스트 유니온 스트리트 펌프 스테이션(East union Street Pump Station)에 타격을
입혀서, 이 인프라의 여러 부분이 물에 잠기고, 펌프 역량이 제한되고, 소독 과정에
방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완화 조치에는 기존 염소 접촉을 중도 오수 제거 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것과 여과/소독 건물을 전체 시설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여과 및 UV
소독 시스템을 갖추도록 확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 펌프장의 습식 우물을 확장할 예정이며 건조 피트 침수 가능 펌프를 설치하여
건식 우물의 용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970L번 주도로 프로젝트와 이 마을의 하수 집하 시스템 및 처리 시설 프로젝트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이 DOT 프로젝트 기간 내내 여러 단계의 정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REDI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통합과 마을의 요구 및
염려를 다루는 것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상임 부 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방문자들과 새로운 주민들을 환영하는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투자를 격려하도록
돕습니다. 지역 위원회 계획을 통해 지원된 저희 기금은 이곳 시내 역사 지구에서
안전을 향상하고 사업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지하 유틸리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회복 및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인프라를 강좌하고 홍수와 고수위에 취약한 지역사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빌리지에서 오늘 나온
발표는 이러한 지역 전반의 노력을 응원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우전아일랜드가 계속하여 방문자를
위한 여행지로서 기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Patty Ritchi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튼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사우전아일랜드의 보석으로서, 인근 주민이나 원거리 관광객들에게 방문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클레이튼 역사 지구를 변신시켰으며, 이 특별한 커뮤니티의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Mark Walczy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빌리지는 전체 미국 프론트
야드의 자산입니다. 이곳은 세인트로렌스 강변의 관광지로서, 제퍼슨 카운티 전
지역의 경제 동력이며, 일자리 제공원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연휴에 맞추어 이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매우 기쁩니다. 연휴 쇼핑을 위해,
식당을 찾아, 아름다운 겨울 경관을 즐기기 위해 클레이튼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클레이튼 빌리지의 Norma Zimm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빌리지는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시켜준, 뉴욕주와 여러 자금 지원기관, 건설업체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협력, 의사소통, 타협이 역사지구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며, 우리 커뮤니티와 사우전아일랜드 지역에 오랫동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퍼슨 카운티 입법 의장 Scott G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은 제퍼슨 카운티의
경제에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뉴욕주가 클레이튼에 투자한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번영에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과 강변
커뮤니티들이 더욱 매력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번영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모두
파트너입니다."

제퍼슨 카운티 입법의원 Bobby Cant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빌리지
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완공한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DOT팀 전체에
매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주정부가 다한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간에서 2회 이상 속도 위반
판결 시 개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 정보를 보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 또는 무료
휴대폰 앱인 511NY를 다운로드 하세요.
뉴욕주 DOT를 트웨터 @NYSDOT와 @NYSDOTWatertown에서 팔로우 하세요.
페이스북 계정은 facebook.com/NYSDO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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