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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 육군 기술부대와 함께 몬톡 포인트 등대 복원 및 보호를 위한 3억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발표  

  

석재 호안은 역사적인 롱아일랜드의 랜드마크를 보호하기 위해 복원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미 육군 기술부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과 함께 오늘 롱아일랜드의 최동단에 위치한 역사적인 몬톡 포인트 

등대(Montauk Point Lighthouse) 및 관련 문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의 에이치엔엘 

컨트랙팅 오브 베이 쇼어(H&L Contracting of Bay Shore)와 3억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년간 진행될 프로젝트는 랜드마크인 등대를 

해안선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올해 봄 착공이 예상됩니다. 몬톡 포인트 

등대는 뉴욕에서 건설된 최초의 등대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유적지 등록부(Federal and 

State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국립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서 깊은 몬톡 포인트 등대는 뉴욕의 보물이지만 

오랜 세월과 침식으로 인해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뉴욕 세대가 이 랜드마크를 즐길 수 

있도록 탐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력을 통해 올해 봄 현장 작업이 시작되어 복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George Washington이 공사 시작을 명령한 뉴욕 최초의 등대는 모두를 

위한 희망의 신호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USACE 사령관인 Matthew Luzzatto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톡 포인트 등대는 

롱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보석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항해자를 위해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뉴욕주를 연합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징을 보호하는 작업에는 USACE가 제일 적격입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물이이 향후 100년 동안 우리의 힘과 미국 군사 공학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기념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 등대는 George Washington의 의뢰를 받아, 1796년에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약 300 

피트 떨어진 곳에 지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장소는 롱아일랜드 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만큼 점점 더 위험해지고 안정성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현재 이 

랜드마크는 가파른 절벽에서 채 100피트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실 



석조 구조물의 재포장 공사는 등대가 침식으로 인해 바다로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등대는 등대 타워(Lighthouse Tower)와 등대지기의 집(Keeper's House), 화재 

감시탑(Fire Control Tower), 이전의 등대지기의 집(Keeper's House)이었던 

차고(Garage)등으로 구성됩니다. 등대 및 절벽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적지도 이 등대 

부속 건물의 일부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해안선 보호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 육군 기술부대의 파트너들과 

함께 건설한 새로운 호안에는 방문객들이 등대의 해안을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됩니다."  

  

USACE 뉴욕지구 프로젝트 매니저인 Frank Verg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과는 지역, 주, 연방 차원의 파트너와의 협력과 뉴욕지구 팀의 노고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국보(National Treasure)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할 것입니다."  

  

비용은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부담합니다. DEC는 연방 기관이 아닌 프로젝트의 후원 

기관으로서 뉴욕 웍스(NY Works) 자금 1,54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역 스폰서인 

몬톡 역사학회(Montauk Historical Society)는 완공 후에 시설 유지 보존을 맡을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등대 부속 건물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유명한 관광 

명소로서 이 지역의 계속 활용하기 위한 지원으로 자연 환경 안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지원을 처음 확보한 시점부터 USACE와 파트너는 

프로젝트 입찰, 프로젝트 파트너 계약, 모든 부동산 업체가 참여한 접근 계약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사에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됩니다.  

  

몬톡 포인트 등대의 Greg Donohue 침식통제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에 참여한 파트너십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국가적인 랜드마크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간 및 정부기관이 함께 협업한 훌륭한 사례를 보내줍니다."  

  

Peter Van Scoyoc 이스트 햄튼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톡 등대는 

중요한 역사적 랜드마크이자 롱아일랜드의 아이콘이며 관광 명소입니다. 이스트 햄튼은 

역사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 1,000개의 선형 피트의 석재 호안 작업은 기존의 5톤 및 10톤 규모의 외부 석재를 

제거하고 일부를 재사용하여 10톤 및 15톤 외부 석재를 새로 설치하며, 호안의 상단 

크레스트 위에 계단식의 초목 공간을 두어 경사면을 안정화합니다.  

  

1996년에 미국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는 이 유서 깊은 장소의 소유권을 현재 

운영을 책임지며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몬톡 역사 학회(Montauk Historical 



Society)로 이전했습니다. 몬톡 역사 학회(Montauk Historical Society)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 유적지의 보호, 보존, 교육 개발 등에 전념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제방을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등대 부속 건물들이 위치한 절벽은 몬톡 포인트 

주립공원(Montauk Point State Park)에 인접해 있으며, 주로 어부, 서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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