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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SACKETS HARBOUR 빌리지에 320만 달러 홍수 방지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  

  

Market Square Park 및 Harbor Front 개선, 주 정부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부  

  

다운타운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공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를 통해 제퍼슨 

카운티의 Sackets Harbor 빌리지에 3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후 복원력 향상과 Market Square Park 및 빌리지 내 

다른 공공 수변 사이트의 빌리지 수변 녹색 공간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레크리에이션과 도심으로의 접근을 위해 Market Square Park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 보트와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공공 선착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REDI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와 

온타리오 레이크와 세인트로렌스 리버 연안을 고향으로 부르는 수천 명의 뉴욕 시민을 

포함한 4개 지역의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기후 

변화 오염을 줄이고 미래의 극한 날씨 사건을 위해 온타리오 레이크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준비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Market Square Park은 2017년과 2019년에 온타리오 레이크 연안을 따라 역사적인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격벽과 공원 인도가 물에 잠겨 빌리지의 공공 부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문객과 주민들은 홍수로 인해 공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빌리지 

시내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빌리지의 녹지 공간은 파손된 채로 남겨졌고 

향후 고수위 기간 동안 더 많은 홍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완료되면, 이 홍수 복원 프로젝트는 높은 수해 기간 동안 공공 녹지 공간, 공공 보트 

선착장 및 시내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리지 시내 지역 내 두 곳의 수변에 대한 공공 접근을 강화하고, 빌리지의 

Market Square Park 펌프장과 온타리오 스트리트 폐수 처리 공장 출구를 개선하며, 

Pickering Museum에서의 복원력 향상과 배수 개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redi&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8adc13d5d6e4f528a4608dac33a8a9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95345432880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yXeFi1Cm1yIzOYe%2Fz20C93OZ7Av1lbalIoUGyRbYIc%3D&reserved=0


 

 

프로젝트에 포함된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rket Square Park의 시트 파일 벽, 격벽 및 수변을 현재 표고보다 약 

2피트 높게 올립니다.  

• Market Square Park에 미국 장애인법 준수 인도를 포함한 모든 접근 

가능한 수변 플라자를 설치합니다.  

• 파워/워터 받침대와 하수 펌프 배출 스테이션이 있는 14척의 보트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를 설치합니다.  

• 수동 보트 진수대와 낚시 교각으로 3개의 새로운 수변 녹지 공간을 

건설합니다.  

• 공영주차장을 확장합니다.  

• Ontario Street 폐수 처리장 출구에서 연안 안정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 포장로, 나무 널빤지 산책로, 돌담, 돌 교각, 그리고 Pickering Museum 

입구의 복원력과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부지 식재물을 설치합니다.  

  

뉴욕주 국무부 Robert J. Rodri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해안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탄력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에 중요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20만 달러 규모의 Market Square Park 

프로젝트에는 기후 복원력 향상과 빌리지 수변 녹지 공간의 개선이 포함되어 인프라가 

더 견고하게 재건되고 미래의 고수위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겸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원으로 뉴욕의 REDI 프로그램은 이곳 제퍼슨 카운티와 

온타리오 레이크 해안과 세인트로렌스 리버 연안의 홍수에 역사적으로 취약한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Market Square Park의 

기후 복원력 업그레이드는 향후 수년간 Sackets Harbor의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할 

커뮤니티 지원 및 전략적 REDI 프로젝트의 좋은 예입니다."  

  

뉴욕 전력청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ustin E. Drisco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ackets 

Harbor의 Market Square Park와 수변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관광과 경제 발전을 

강화하면서 북부 지역의 중요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REDI 위원회의 

작업의 또 다른 훌륭한 예입니다."  

  

Patty Ritch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ugustus Sacket이 200년 전에 

Sackets Harbor를 설립했을 때, 그는 Market Square Park를 빌리지의 중심지로 

디자인했습니다. 저는 이 수변 광장의 복원이 향후 200년 동안 지역사회가 방문객들을 

계속 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ark Walczy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ket Square Park REDI 프로젝트는 

Sackets Harbor에 320만 달러의 투자, 요새화 및 경제적 약속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홍수에 대비하여 해안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항구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장애인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수상 부두와 보트 발사와 같은 새로운 편의시설을 도입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걸쳐 

우리의 해안 지역을 개선할 중요한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REDI 위원회에서 수행한 

작업이 자랑스럽습니다."  

  

Alex Morgia Sackets Harbor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지 직원과 

계약업체들이 수년간 열심히 일하고 많은 뉴욕주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착공하여 

Market Square REDI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를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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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9년 봄, 뉴욕주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래 설계 단계 

50개 프로젝트, 시공 단계 39개 프로젝트, 완공된 45개의 프로젝트 등 총 134개의 복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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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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