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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92회회회회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운하운하운하운하 항행항행항행항행 시즌시즌시즌시즌 발표발표발표발표  

 

상업상업상업상업 및및및및 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 선박을선박을선박을선박을 위한위한위한위한 30여년래여년래여년래여년래 가장가장가장가장 이른이른이른이른 수로수로수로수로 개방개방개방개방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연속 제192회 항행 시즌을 위한 뉴욕주 운하 시스템의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7일 개방일은 온화한 겨울 덕분에 요원들이 정비 사업, 

개방 준비를 스케줄보다 빨리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2년 이래 가장 이른 항행 시즌 

시작을 표시합니다. 운하 시스템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Erie, Champlain, Oswego 및 

Cayuga-Seneca 운하를 포함합니다.  

 

"뉴욕주의 운하 시스템은 엔지니어링의 서사시적 경이로서 그 건설은 우리를 뉴요커로 

정의하는 종류의 비전, 결의 및 대담성을 과시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준공 후 근 2세기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 운하 시스템은 중요한 관광 

목적지이면서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rie 운하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커다란 엔지니어링 성취 중 하나로서 인접 운하들과 

함께 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년 약 3억 8000만 달러의 관광 지출과 농업 

관개, 상업 운송 같은 비관광 사용과 운하를 따라 위치한 27개 수력 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 전력에서 62억 달러 이상을 창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운하가 

직간접적으로 26,472개의 일자리 16억 달러의 개인 소득과 7억 2백만 달러의 세수를 

지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 및및및및 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 회장회장회장회장 Joanie M. Mahon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와 함께 30여년래 뉴욕주 운하의 가장 이른 연례 개방을 발표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운하 관광의 긍정적인 경제적 혜택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업소들이 다시 우리 운하의 장엄한 물길을 정기 왕복하는 배들을 보고 행복해 할 것임을 

알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엠파이어'답게 하는 수로인 Erie 운하로 

전세계 보트객들을 초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 및및및및 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 임시임시임시임시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 Maria Lehman, P.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운하 시스템은 그 아름다움과 역사에서 유례가 없고 

2세기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비길 데 없는 성공과 경제적 활력 이야기를 지닌 뉴욕주 

주민들을 위한 엄청난 자원입니다. 우리는 운하공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남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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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기술, 장의성과 열정이 이 놀라운 내륙 수로를 해마다 최상의 운용 조건으로 

유지하여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운하공사 이사이사이사이사 Brian U. Stratto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매년 우리의 상징적 

운하 시스템은 전세계로부터 많은 방문객을 끌어 미국의 가장 사연 많은 인조 수로를 

항행하고 그 둑을 따라 걷기, 자전거 타기 및 낚시를 즐기도록 합니다. 운하 시스템은 

레크레이션 및 관광을 통해 뉴욕주 경제에 꾸준하게 연료를 공급해 온 유서 깊은 

경이이며, 저는 금년의 운하 항행 시즌이 이미 풍부한 그 역사에 무엇을 추가할지를 보기 

원합니다." 

 

운하 시스템은 시즌 마다 레이스, 축제 및 기타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한 여러 특별 

행사를 개최하는 데, 정보는 운하의 행사 캘린더를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항행 시즌 내내 지속되는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운하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투어 보트, 예인선, 전세선, 크루즈 선박 및 용선 같은 상업 

선박은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업 선사들은 운하의 정규 운용 스케줄 

이외에 갑문 및 리프트 브리지 서비스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동안에는 (518) 

471-5016으로 근무 시간 후에는 (518) 499-1700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운하 항행 시즌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11월 2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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