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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먼로 카운티 스털링 타운에서 진행된 110만 달러 규모의 탄력성 

프로젝트 완공 발표  

  

미래 고수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공원에 방지벽 새로 설치  

  

도로를 보호하고 인근 가정과 기업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Edgemere 도로를 따라 

하수도 개선  

  

프로젝트, 뉴욕주의 3억 달러 규모의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선정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의 일환으로 먼로 카운티의 향후 홍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110만 달러 규모의 홍수 방지벽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호수 

수위로 인해 반복되는 범람이 롱폰드 아울렛 부근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며, 

주민과 응급 구조원들이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인근 엣지미어 

드라이브(Edgemere Drive)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약 

300채의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근 공간인 채널 파크가 침수됩니다. 홍수로 

인해 공원과 놀이터 장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레이크쇼어 소방서(Lake Shore 

Fire District)가 보트를 띄울 수 없게 되며, 비상 대응 능력이 저하됩니다. DEC와 그리스 

타운은 공동체의 자산과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협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건물들은 

2019년에 발생한 역대적인 홍수 기간 동안 황폐화되었으며, 뉴욕주에서는 지역 전체에 

홍수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미래의 홍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리스 타운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홍수를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널 파크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완화 및 활성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51피트 고도로 벽돌 홍수벽 설치, 홍수 물을 지탱하고 공원 편의 시설로 기능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2%2FFloodwall_Greece.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aba2879cac134ddae01708d9bf31f7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43615799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k5fBVQYQ%2F5gunjtwUUEHihPhS9p3sqW1HD9gbEJYd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aba2879cac134ddae01708d9bf31f7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4361580917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RlGV5orR6q3sGvG9eSCdUyzj5GmmFnE16zam7h2WL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aba2879cac134ddae01708d9bf31f7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4361580917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RlGV5orR6q3sGvG9eSCdUyzj5GmmFnE16zam7h2WL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aba2879cac134ddae01708d9bf31f7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4361580917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RlGV5orR6q3sGvG9eSCdUyzj5GmmFnE16zam7h2WLU%3D&reserved=0


• 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수위가 높아지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홍수 수위 

이상의 새로운 놀이터 장비를 재배치 및 설치  

• 보다 효과적인 홍수 조절을 위한 제어 밸브 및 우회관을 포함한 폭풍우 배수 

시스템 개선  

• 향후 홍수 발생 시 도로 접근을 개선하고 샌드백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주차장을 재배치.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차량 접근성이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행자 및 놀이터 시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물과 땅 사이의 자연적인 경계는 서식지를 유지하여 야생동물들은 그곳에서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Hochul주지사는 그리스 타운에 25만 달러 규모의 REDI 자금을 지원하는 폭풍 

하수구 프로젝트를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dgemere Road는 남쪽으로 연못, 

북쪽으로 온타리오 호수와 인접해 있어 홍수와 침식에 취약합니다. 이 도로는 수많은 

가정과 지역 비즈니스 주체들의 주요 접근로입니다. 폭풍우 발생 시 저지대와 침수 

등으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주택가에 접근하기 어렵고 응급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생깁니다. Cranberry Pond에 인접한 Town Park의 그리스 타운 프로젝트는 재평가, 양수 

배수 및 방류 수로를 통해 미래의 추가 홍수를 완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배수 

구조물 건설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타운은 배수구를 통해 범람한 물을 

크랜베리 연못으로 흘러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변 해안 보호 장치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추가 범람을 완화하여 반대편 도로와 주택을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이는 응급 구조요원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기존의 카 탑 보트 진수대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겸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고수위 및 기상이변에 피해를 받은 

레이크 온타리오 호숫가 지역사회에 걸쳐 전략적 홍수 보호 및 복원력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DEC는 그리스 타운과 먼로 카운티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롱폰드 

아울렛 홍수벽과 같은 주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구현하기 위해 더 

스마트하고 강력한 재건으로 홍수 보호를 강화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행정부 장관인 Brendan C. Hughe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REDI 

프로그램을 통해 온타리오 호수 지역 주민들이 수변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미래의 

홍수에 대비하여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타운의 채널 

파크(Channel Park) 프로젝트의 완성은 커뮤니티 공원을 고수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DOS는 REDI 및 기타 DOS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지역 전역에 걸쳐 지자체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정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부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이러한 REDI 

프로젝트는 호숫가를 따라 있는 지역사회에 중단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므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홍수가 사유지와 공공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을 더 탄력적이고 안전한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 및 경제 발전 이니셔티브는 심각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튼튼히 하고 보호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그리스의 주택 소유자들은 

침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롱 폰드 아웃렛(Long Pond Outlet) 프로젝트는 

휴양지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접근성을 갖게 되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채널 파크(Channel Park) 프로젝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원 및 경제발전 위원회가 우리 지역을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작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Josh Jense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 폰드 아울렛(Long Pond Outlet)의 

채널 파크(Channel Park)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해안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주 정부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투자로 주택 소유자, 긴급구조대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온타리오 호수의 다음 번 최고 수위 행사에 대해 더 안전하고 더욱 잘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채널 파크(Channel Park)의 지속적인 접근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진수대에 항상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am Bello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 롱 폰드 아울렛(Long Pond 

Outlet) 및 채널 파크(Channel Park)의 이 복원 프로젝트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미래의 

홍수 영향을 완화하고 온타리오 호수 연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과 2019년에 발생한 홍수를 통해 호숫가 지역사회가 취약하다는 것이 

절실히 들어났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로 카운티에 이렇게 중요한 투자를 해주신 뉴욕주, 

REDI 위원회,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타운 William Reilich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달성한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해에 취약한 공원과 수해 

장비를 갖춘 공원을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전시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주차장, 조명 및 놀이터 장비와 같은 새로운 첨단 인프라의 분명한 

복원력과 운영상의 이점만으로도 이 투자의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해냈습니다. 새로운 홍수벽은 공원의 나머지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고수위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지반 유지와 복구 

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홍수벽이 공원 전면의 도로 홍수를 

방지하여, 길 건너편 레이크 쇼어 소방 지구대(Lake Shore Fire District)에 위치한 응급 

구조대원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REDI 프로젝트는 더 나은 주차, 새로운 산책로, 새로운 조명, 자전거 랙, 그리고 이미 

동네에서 인기 있는 멋진 새로운 놀이터를 포함하여 이 인기 있는 워터프론트 공원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본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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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는 REDI를 통해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범람하기 쉬운 지역의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3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 봄 REDI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래 설계 단계 82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17개 

프로젝트, 완공된 35개의 프로젝트 등 총 134개의 REDI 지역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 프로젝트 프로필 및 REDI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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