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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경제 개발 및 회복력을 위한 촉매제로써 이리 운하(ERIE CANAL) 

재구상을 탐구할 주요 계획 발표  

  

주지사, 운하 통로 활성화를 위해 최고 아이디어를 권장할 전담반 구성  

  

로체스터 운하 오픈식에서 새 예인선에 Elizabeth Cady Stanton의 이름 붙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만들며 역사적 수로 주변의 환경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195년 된 이리 

운하(Erie Canal)가 어떻게 21세기에 맞게 재구상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특징은 주지사의 운하 재구성 전담반(Reimagine the 

Canal Task Force)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통로는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산 중 하나이며 해당 지역과 주의 주요 경제 원동력입니다. 이 운하(Canal)는 

뉴욕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이 계획으로 운하를 재구상하여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에 맞는 새 용도를 적용할 것이며 업스테이트 뉴욕의 전례 없는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운하 시스템(Canal 

System)은 상징적 레크리에이션 장소일 뿐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경제에서 

필수 부분입니다. 2019년 운하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정부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새 

아이디어를 이끌 전담반과 함께 운하 재구성(Reimagine the Canals)의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또한, 새 선박에 Elizabeth Cady Stanton 뉴욕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아이디어의 흐름을 만들어 온 이리 운하(Erie Canal)의 역할을 

기억할 것입니다. Stanton 씨는 투표권 지지자이자 활동가로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여성을 위한 완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주지사의 획기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리 운하(Erie Canal)의 새 잠재적 

용도 찾기  



 

 

• 이리 운하(Erie Canal)가 운하 통로를 따라 경제 개발을 지원 및 강화할 수 

있는 방법 평가하기  

• 이리 운하(Erie Canal) 주변의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업 개선을 위한 새 기회 

찾기  

• 운하 지역사회에서 회복력을 향상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리 

운하(Erie Canal)가 홍수 및 빙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도울 방법 평가하기  

• 웨스턴 뉴욕 농장용 관개를 확대하기 위해 이리 운하(Erie Canal) 인프라를 

사용할 기회 찾기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가 개최한 

운하 재구성 경연대회(Reimagine the Canals Competition)의 결과물로서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대회는 뉴욕 운하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거나 

레크리에이션의 새 형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아이디어에 상을 주었습니다. 해당 

전담반은 대회에서 이미 탄생하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를 자회사로 

운영합니다.  

  

전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Joanie Mahoney 청장은 해당 전담반의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센트럴 

뉴욕에서 활동을 감독할 것입니다. Bob Duffy 전 부지사는 웨스턴 뉴욕에서 지역 공동 

의장을 맡을 것입니다. Joseph Marten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전 커미셔너는 모호크 밸리에서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주 후 기타 구성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담반은 또한 현재 운하(Canal)의 물을 끌어오고 있는 웨스턴 뉴욕 농장용 물 공급 

신뢰도를 높이는 데 운하 인프라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운하 인프라를 이용해 농업용 

지대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일부인 넬슨 A. 록펠러 정치 

학교(Nelson A.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가 전담반을 도울 것입니다. 학교는 

주 전역 거주자, 사업체 소유자, 시 대표가 운하(Canal)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일련의 공공 회의 등의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과 운하 지역사회를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남은 계획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을 비롯하여 운하 통로에 투자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성공적 활동에 

기반합니다. 이는 운하 지역사회에서 새 산업, 사업체, 주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운하(Canal)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쳐 관광업 및 레크리에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은 해당 

계획의 중점입니다. 예전에는 노새와 말이 바지선을 끌기 위해 사용한 예선로였던 이리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canals.ny.gov_reimagine_home.html&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3eVeaWSHNEG1-5PEX_vKYpoIRC0i7acHHO5FhItQ6nQ&e=
https://protect2.fireeye.com/url?k=a6638082-fa4776e3-a66179b7-0cc47a6d17e0-6d9b77f3ff0bacf9&u=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rockinst.org_&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IWMgG9X64FmR1aCF7x_eOpYsWRsLK1IotX9OSMo2VeU&e=
https://protect2.fireeye.com/url?k=a6638082-fa4776e3-a66179b7-0cc47a6d17e0-6d9b77f3ff0bacf9&u=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rockinst.org_&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IWMgG9X64FmR1aCF7x_eOpYsWRsLK1IotX9OSMo2VeU&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gov_programs_downtown-2Drevitalization-2Dinitiative&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ArAFn0XAzaGEmcLQs5n9ruUJOMaKu6H4WPWtjSVRHDs&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aste.ny.gov_&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t33mWGM0lf1YYq8PfnH2fgTdv3zMC0UBPTM3qu47xEA&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aste.ny.gov_&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t33mWGM0lf1YYq8PfnH2fgTdv3zMC0UBPTM3qu47xEA&e=


 

 

운하 트레일웨이(Erie Canal Trailway)에는 매년 160만 명의 방문객이 옵니다. 해당 

트레일웨이(Trailway)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중 일부입니다. 이는 750마일로, 2020년 말에 완공되면 주에서 가장 큰 다용도 트레일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이리, 카유가-세네카, 챔플레인, 오스위고 운하를 포함하는 운하 시스템(Canal 

System)의 항해 시즌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부분을 

비롯하여 챔플레인 및 오스위고 운하를 따라가는 시스템 절반 정도는 많은 양의 비와 

해빙에 의한 고수량으로 개방이 지연되었습니다.  

  

3년 연속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anals.ny.gov를 방문해주십시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Howard Zemsk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산업 

워터프론트를 활성화하면서 북동부 및 동부 연안에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개방되었을 때 뉴욕주 경제의 판도를 바꾼 이리 운하(Erie Canal)는 주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하 인프라를 

이용하고 지대를 이웃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트레일 방문객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확대하고 개선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가장 상징적이며 뉴욕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를 재구상하는 것은 뉴욕이 홍수 및 기타 

환경적 위협을 줄일 독특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며 국가를 

주도하여 기후 변화를 줄이려는 뉴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자원은 

뉴욕에서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자원일 것입니다. 그 자원을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보호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우리 회복력을 강화하고 뉴욕 주민을 지킬 것입니다."  

  

농업부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서쪽 

둑을 따라 늘어선 많은 농장들에 중요한 수원입니다. 이 전담반은 우리 농장에서 가뭄 

위험을 줄이고 과일 및 채소 등 고가 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하(Canal)를 더 많이 

활용할 방법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대회를 이리 운하(Erie Canal)의 미래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뉴욕은 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행운입니다. 이 전담반에서 저희는 우리 수자원 제어 인프라를 사용할 새롭고 신나는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gov_programs_empire-2Dstate-2Dtrail&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71EqhJByceBzS589KQBp5kZtZxhquVtL46PKZl9BZgs&s=z_yPTk9Q5vOMOjMWtsIBpPCGzw9NN8FveNeAbgiJwH4&e=
http://www.canals.ny.gov/


 

 

방법을 살펴보고 이리 운하(Erie Canal)가 어떻게 업스테이트 지역사회가 필요한 현대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 Brian U. Stratto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주변에는 147개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사회가 더욱 

강한 회복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약 

200년 전 열렸을 때 뉴욕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할 수 있으며 업스테이트 뉴욕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Joanie Mahoney 뉴욕 주립 대학교 환경 과학 및 삼림 칼리지(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최고 운영 담당자 및 운하 재구성(Reimagine 

the Canals) 전담반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에서 많은 

부분은 이리 운하(Erie Canal)에 의해 정의된 것입니다. 약 3세기가 흘렀으므로 이제는 

운하 통로가 어떻게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도록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롭고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오랫동안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다시 한번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Bob 

Duffy 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저를 운하 

재구성(Reimagine the Canals) 지역 의장으로 임명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업스테이트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도왔으며 뉴욕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우리 운하 시스템이 현재 경제와 미래 경제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Joe Marten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전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는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문화 자원 중 

하나입니다. 약 2세기 동안 이용했으므로 이제 운하(Canal)가 어떻게 사용되고 주와 둑 

주변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지 검토할 때입니다. 저는 이 국가 보물을 

이용하여 21세기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방법을 살펴볼 것이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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