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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운하 이니셔티브를 재구상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3억 달러 승인 발표

뉴욕 전력청 이사회는 또한 2020년의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3천만 달러
기금을 승인
이니셔티브는 이리 운하 회랑을 주요 관광 및 여가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 개발 및 환경 복원력을 향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Reimagine the Canals Initiative)를
위한 5개년 기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지사의 2020년 시정 방침(Governor's
2020 State of the State) 제안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관광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이리 운하(Erie Canal) 회랑의 홍수를 줄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는 19세기에 뉴욕을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켰고, 21세기에는 다시 운하 회랑을 따르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운하의 유산을 존중하며 매우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리 운하에서 시간을 보내고 둑을
따라 많은 지역사회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하가 지난 196년 동안 우리 주의 근거지에 있었기에, 운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뉴욕주 전력청 이사회는 또한 관개 개선, 습지 복원 및 여가 낚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2020년의 재구상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연결: 먼로 카운티의 "브록포트 루프(Brockport Loop)" 프로젝트는 운하 가드
게이트를 도보 통행자 교량으로 바꾸어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브록포트 칼리지(College at Brockport)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및 브록포트 빌리지와 연결합니다.
"상징적인 인프라" 기념: 초기에 모호크 리버 밸리의 암스테르담과 캐너조해리에 위치했던
인터랙티브, 수력으로 움직이는 운하 일루미네이션 "움직이는 댐"이 운하의 유산과
역사를 기념할 것입니다.

신규 용도로 산업 부지 활용: 운하 재구상 공모전의 우승지인 캐널사이드 소규모
지역은 매디슨 카운티가 이리 구운하(Old Erie Canal)를 따라 위치한 카나스토타의 과거
산업 부지에서 개발을 실시하여 21세기 캐널사이드 리빙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워터 레크리에이션 확대: 세네카 폴스(Seneca Falls) 근처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
북쪽 끝의 새로운 급류 타기 관광지로 이 지역의 생태 관광 및 스포츠 방문객을 늘립니다.

지역 숙박 시설 개발: 암스테르담의 모호크 리버(Mohawk River)에 위치한 역사적인 가이
파크 매너(Guy Park Manor)가 숙박 시설 및 여가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운하의 수문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보행자 다리로 강 반대편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이 뉴욕주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와 524마일 주 운하
시스템(Canal System)을 자회사로 운영합니다.
뉴욕 전력청의 John R.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장기 투자로
인해 뉴욕 전력청은 이리 운하의 회랑이 관광 및 여가의 주요 목적지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운하 지역사회 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의 상징적인 수로에 더 유의미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는 운하 근처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상징적인 인프라를 새롭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운하를 재구상하여 후세를 위해
탄력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의 Brian U. Stratto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재구상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운하 회랑에 새로운 에너지, 열정 및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오늘의 이사회 결정은
운하관리공사와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지출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설계 및 개발됨에 따라 마무리됩니다. 주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운하
재구상 태스크포스(Reimagine the Canals Task Force)의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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