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계곡 복원(RESTORE THE 

GORGE)”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위해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II 

INITIATIVE) 기금 출범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의 침입종을 통제하게 될 작업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 지구에 대한 기타 주정부 투자를 보완하는 프로젝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곡의 사진과 지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계곡 복원(Restore 

the Gorge)”을 위한 현장 생태계 복원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초부터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은 나이아가라 계곡 

디스커버리 센터(Niagara Gorge Discovery Center)에서 데블스 홀 주립 공원(Devil's 

Hole State Park)에 이르기까지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의 침입종을 관리하고 

토착 나무, 관목, 잔디, 꽃 등을 심기 위한 2년 기간의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21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정부 기금이 지원합니다. 이것은 나이아가라 폴스 다운타운의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7,000만 달러 규모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활성화 프로그램 및 기타 전략적인 주정부 투자를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자연미의 핵심입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서식지의 생태계 복원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나란히 진행됩니다.”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은 나이아가라 

그린웨이 위원회의 생태 상설위원회(Niagara Greenway Commission Ecological 

Standing Committee)를 통해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iagra%20Gorge.pdf#_blank


 

 

기금으로 계곡을 따라 33 에이커 규모의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을 추가하여,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은 침입종을 제거하고 계곡 내에서 월풀 주립 공원(Whirlpool 

State Park)부터 데블스 홀 주립 공원(Devil's Hole State Park)까지 외곽을 따라 

추가적으로 125 에이커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리버 

계곡(Niagara River Gorge)과 외곽의 생태계 건강을 변화시키고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방문객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있도록 만듭니다.  

  

오대호(Great Lakes)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장소 중 한 곳인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에는 수많은 희귀 식물을 포함한 독특한 생태 지역 공동체가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류 지역(Bird Area)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로어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 유역의 빠른 급류는 멸종 위기의 철갑 상어를 포함하여 민물 고기를 

산란시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민감한 환경의 건강은 수많은 요인, 특히 토종 식물이 아닌 침입종 식물이 

해를 끼칩니다.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 흔한 

갈매나무, 가죽나무, 갈대 등과 같은 해로운 침입종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플라이드 

에콜로지컬 서비시스(Applied Ecological Services)를 고용했습니다. 이 침입종은 오크 

나무, 장미과 관목, 캐나다 아네모네 등과 같은 유익한 토종 식물로 교체될 것입니다.  

  

오늘 공개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리버 

계곡(Niagara River Gorge)에 서식하는 침입종을 통제하고 토종 나무, 관목, 잔디, 꽃 

둥을 심기 위해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을 통한 주정부의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의 신비 중 한 가지를 강화하고 복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공약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주정부 기금 수백만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의 Nancy Smith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의 마술을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중요하고 웅장한 창으로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을 

축하합니다.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의 작업은 이 계곡에 서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의 구조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삼나무와 양치식물, 과꽃, 작은 푸른 줄기 

잔디의 태피스트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고, 신선한 물을 정화하며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식품을 만드는 꽃가루를 지원하는 토종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신비로운 우리 삶의 터전을 닦는 기초입니다. 이것은 이 계곡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서 뉴욕시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진정한 

잠재력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약속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타 

프로젝트에는 (1)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최근 개보수 



 

 

공사 지원금 7,000만 달러, (2) 활용도가 낮은 고소도록 구간을 철거 전용 지원금 

6,200만 달러, (3) 여러 건이 완공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며 계획중인 호텔 프로젝트, (4) 

복합 용도 개발 공사를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도시 블록 내에 다수의 활용도가 낮은 주요 부동산 인수에 관련된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재개발 공사, (5)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의 민관 

개발 공사 지원금 2억 4,0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 100만 달러, 나이아가라 

리버 그린웨이 위원회(Niagara River Greenway Commission)의 그린웨이 생태 

상설위원회(Greenway Ecological Standing Committee) 기금 약 100만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의한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오스 

커뮤니티 베니핏 펀드(Oath Community Benefit Fund) 지원금 10만 달러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지역의 토지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OPRHP)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중요한 절차 중 첫 번째 날입니다. 야생 

생물과 방문객을 위해 우리 생태계를 향상시키는 데 전문적으로 사용될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 100만 달러로, Cuomo 주지사님의 나이라가라 폴스 시에 

대한 가장 최근의 투자는 향후 수년 동안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 및 

기타 많은 주정부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나이아가라 폴스 시를 주지사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에서의 작업은 주립 

공원 및 주변 지역을 더욱 개선하여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을 위한 공약에 대해 저희는 Cuomo 주지사와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주의 깊은 관리자가 요구되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활성화된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은 방문객들이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근 주립 공원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확실히 보완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John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 확장을 지원하면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의 서식지 복원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지역을 계속 더욱 가치있는 

생태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전체 지역의 관광산업 잠재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리버 그린웨이 펀드 생태 상설위원회(Niagara 

River Greenway Fund Ecological Standing Committee)를 통한 재정 지원으로 뉴욕 

전력청(NYPA)이 소유한 토지를 훌륭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이아가라 리버 그린웨이 생태 상설위원회(Niagara River Greenway Ecological 

Standing Committee)의 Tim DePriest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의 복원은 뉴욕주 생태계 보물 중 하나를 보전하고 크게 전진하여 

나이아가라 리버 그린웨이 플랜(Niagara River Greenway Plan)의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웨이 생태 상설위원회(Greenway Ecological Standing 

Committee)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기타 그린웨이 

프로젝트(Greenway project)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야심에 찬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능할 

만큼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은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경치를 제공하는 장엄한 자연 

관광지입니다.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의 이 

계곡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수년간 지속되는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Rob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을 

둘러싼 놀라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보전과 

경제적 활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계곡에 서식하는 침입종은 우리 지역 식물 및 

동물 종의 수명뿐만 아니라 자연적 아름다움에도 위협이 됩니다. 이 보전 활동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곡 복원(Restore the 

Gorge)’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토지 보존 작업에 힘써 주신 주지사님과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은 웨스턴 뉴욕 뒷 마당의 생태 보물입니다. 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복원하려는 활동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관광 산업 증진을 장려하고 모든 이가 뉴욕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습니다.”  

  

2 개년 프로젝트 동안,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을 방문하는 이 지역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트레일을 폐쇄할 것입니다. 트레일은 바위나 파편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임시 폐쇄되거나 간헐적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 



 

 

폐쇄는 평일 주중에만 발생하며 저녁이나 주말에는 트레일이 폐쇄되지 않습니다. 폐쇄된 

트레일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개인이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에 토종 식물을 

심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은 3월 16일 금요일 

뉴욕 파워 비스타(New York Power Vista)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Doug Tallamy 토종 

식물 전문가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wnylc.org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세부 

사항.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웨스턴 뉴욕에서 중요한 보전 가치를 지닌 토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현지 

비영리 토지 신탁입니다.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은 웨스턴 뉴욕의 경치와 

특성의 일환으로 열린 공간, 작업장, 야생 동물 서식지, 아름다운 경치를 소중히 하고 

보호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토지 보호 신탁(Land Conservancy)은 토지 신탁 

인증위원회(Land Trust Accreditation Commission)의 인증을 받았으며 뉴욕주에 90 곳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700 개의 토지 신탁 중 하나입니다. 토지 신탁(Land trusts)은 

지난 20년간 4,000만 에이커를 보호했습니다. 임박한 행사, 자원 봉사자 기회 또는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신탁(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의 임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716) 687-1225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wnylc.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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