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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로체스터에서 2022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 개최 발표  

  

2년 마다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운하 지역사회 개선 전략 논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년마다 열리는 2022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New York State 

Canal Conference)가 로체스터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운하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는 한편, 운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 주 전역의 운하와 

내륙 수로 애호가들과 전문가, 학자들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스트라탈란 호텔(Strathallan Hotel)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뉴욕 운하 학회(Canal 

Society of New York State)가 주최하며,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 이리 운하 국가 유적 코리도(Erie 

Canalway National Heritage Corridor)의 지원을 받습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행사에 수백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이리 운하(Erie Canal)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우리 운하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운하 주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하 컨퍼런스는 뉴욕 주민과 수로를 연결하여 주 전역의 전문가 및 

지지자들이 주민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2022 운하 컨퍼런스에는 로체스터의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그램을 

기념하는 지역사회 행사가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단일 전략에 따라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에서 진행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최근 1단계를 완공한 노스 스타 커먼스(North Star Commons)의 웨스트 

리버 월(West River Wall) 프롬나드, 센터 시티를 통해 리버프론트로 연결되는 제네시 

리버웨이 트레일(Genesee Riverway Trail) 완공, 찰스 캐롤 플라자(Charles Carroll Plaza) 

및 제네시 크로스로드 파크(Genesee Crossroads Park) 재설계 등이 있습니다. 계획을 

통해 또한 전쟁 기념관(War Memorial)의 블루 크로스 아레나(Blue Cross Arena), Joseph 

A. Floreano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Joseph A. Floreano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룬델 기념 도서관(Rundel Memorial Library) 건물 등 리버프론트 

시설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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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E. Driscoll 뉴욕 전력청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만큼 

뉴욕주의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건은 드물 것입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운하 

컨퍼런스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미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운하와 지류는 경제에 기여하고 운하 주변 지역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 전문가로부터 운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과 운하 시스템 이용 방법을 배워 차세대 뉴욕 주민을 위해 활기찬 운하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22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가 

10월 로체스터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운하 도시로서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보유한 로체스터는 

행사를 개최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며,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주신 뉴욕 운하 학회와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는 뉴욕주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350 마일 이상의 운하는 과거 상품 운송을 위해 사용되었고 지금은 관광과 

경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로체스처에서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기쁩니다. 우리 지역은 ROC 더 리버웨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많은 가족들에게 로체스터의 수로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emond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 옆에 위치한 뉴욕 로체스터로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를 유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로체스터의 풍부한 역사는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많은 조상들을 유치한 위대한 수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드웨스트로 통하는 통로는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ROC 더 리버웨이는 새로운 사업체, 더욱 나은 주택을 마련하고 다운타운 

로체스터에서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를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정부 투자에 감사드리며, 로체스터를 위해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Brian U. Stratton 뉴욕주 운하관리공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200년간 이리 

운하는 뉴욕 전역의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는 이해관계자 및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운하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투자가 뉴욕 북부 운하 지역 커뮤니티의 레크리에이션과 지역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년마다 열리는 컨퍼런스는 운하 

시스템에 투자한 뉴욕주민을 한 데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해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한편, 

우리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합니다."  

  

Kal Wysokowski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컨퍼런스는 주 

전역의 의견을 모아 이리 운하와 지역사회를 위해 최고의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운하 컨퍼런스를 로체스터에서 개최하고 뉴욕주는 물론 기타 



지역에서 이리 운하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운하를 보존한 도시의 엄청난 성과를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운하는 설립 초기 젊은 지역사회가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바 있습니다."  

  

Bob Radliff 이리 운하 국가 유적 코리도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뉴욕주 

운하 컨퍼런스는 매우 유익하고 활기찼습니다. 우리는 로체스터에서 올해 행사가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운하 지도자들의 최고 권위의 모임을 조직해주신 운하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Don Jeffries 비짓 로체스터(Visit Rocheste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운하 학회의 격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리 운하의 '100대 명소' 지정을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뉴욕주의 행사는 도시를 상징하는 리버프론트 재개발 

프로젝트인 ROC 더 리버웨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다운타운 

로체스터 개발과 방문객 및 지방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는 강력한 지역사회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2022 운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로체스터 시는 수로라는 역사적인 연결망을 개선하여 뉴욕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컨퍼런스의 목적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운하와 

내륙 수로가 인근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주 운하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개막 행사에는 제네시 리버에서 즐기는 패들링, 하이킹, 사이클링 등이 

포함됩니다. 상징적인 아퀘덱트(Aqueduct)와 수로 선박 크루즈 등을 재개발하려는 

로체스터 시의 계획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하를 테마로 한 프리젠테이션과 

전시를 비롯해 방문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워크숍과 이리 운하 야외 이벤트가 3일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yscanalconferenc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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