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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운하 재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브록포트에서 새로운 보행자 

다리를 건설할 수석 디자이너로 숍 아키텍츠의 선정 발표  

  

SUNY 브록포트 캠퍼스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이리 운하를 

가로지르는 신규 교량  

  

신규 교량 설계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리 운하(Erie Canal)를 지나는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Brockport Loop Pedestrian Bridge)를 건설할 수석 디자이너로 숍 

아키텍츠(SHoP Architect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2020년 1월 

주지사의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발표된 새로운 보행자 다리 계획은 

프록포트 빌리지에서 추진되며 쥬욕주 운하 재건(Reimagine the Canals)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작되는 첫 번째 대규모 이니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운하관리공사(New York 

Canal Corporation)를 자회사로 소유 및 운영하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숍 아키텍츠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대표 엔지니어로 오브 아룹 앤 파트너스(Ove Arup & Partners)를 선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의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오래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가 

시설을 만들고 브록포트 빌리지에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는 운하의 상징적인 인프라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곳에서 야외를 

즐기고 운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의 아름다움과 수많은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하 재건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 산업 촉진을 비롯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수로를 개발하려는 선구적인 계획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 프로젝트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브록포트의 커뮤니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를 

연결시켜 학생과 교직원, 주민 및 방문객이 모두 야외에서 운하를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기존의 운하 가드 게이트가 위치했던 장소는 새로운 크로싱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인 인프라이 새롭고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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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리 운하 가드 게이트 옆에 건설된 새로운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는 SUNY 

브록포트 캠퍼스와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연결합니다. 주지사가 구상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은 뉴욕시와 캐나다, 올버니에서 버펄로를 연결하는 다목적 

트레일입니다. 이리 운하와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는 이 트레일은 야외를 경험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을 위한 중요한 여가 시설을 제공합니다. 완공 후, 이 교량은 브록포트 

빌리지에서 예정된 운하 로잉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최근 설치된 

카약 독, 인근 보트하우스 설치 계획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가 역사적인 인프라인 이리 운하를 새롭게 

활용하여 인프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도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는 Cuomo 주지사가 2020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다수의 이리 

운하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운하 재건 이니셔티브는 운하 인근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주 전역의 경제 활동 및 야외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운하 재건 프로그램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NYPA가 마련했으며, 에서 이루어지며 Ralph C. 

Wilson Jr.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이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로체스터 

지역 커뮤니티 재단(Rochester Area Community Foundation)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브록포트 루프 완공을 위해 운하와 가까운 SUNY 캠퍼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트레일 

건설 자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트레일은 새로운 보행자 다리에서 인근 스미스 

스트리트 교량까지 이어지며, 추가적인 개선 공사가 실시됩니다.  

  

NYPA는 뉴욕시에 본사를 둔 뉴욕주의 중소업체인 숍 아키텍츠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를 활성화한 경험을 활용하여 현지 상황을 고려한 컨셉추얼 

디자인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오브 아룹 앤 파트너스는 

뉴욕주 및 전 세계에서 보행자 다리의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재건(Reimagine the Canals) 이니셔티브는 운하 인프라의 적응형 재사용 및 재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또한 뉴욕 주민들이 운하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 운하의 미래에 대한 Cuomo 주지사 비전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숍의 제안서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운하의 역사적인 인프라를 강조 및 보완하는 계획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을 앞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운하 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의 Brian U. Stratto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야외 활동을 원하고 있는 시기에 특히 운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우리 뉴욕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이제 

https://empiretrail.ny.gov/


 

 

뉴욕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운하에서 현지의 야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브록포트 빌라지 시장 Margay Black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록포트 빌리지는 

브록포트 루프 및 보행자 다리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행자 다리는 SUNY 브록포트와 빌리지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리 운하를 통해 캠퍼스와 빌리지를 직접 연결해 줍니다. 다리 

자체는 미래의 요트 및 카약 경기를 볼 수있는 플랫폼은 물론 운하에서 안전하게 앉아서 

활동을 경험할 수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욱 큰 

프로젝트(루프)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보행자 다리는 말 그대로 캠퍼스와 빌리지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에 연결해주는 문자 그대로의 루프를 완성합니다."   

  

SUNY 브록포트 Heidi Macpherson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브록포트는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 프로젝트의 추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대학으로서 캠퍼스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연결하는 것은 

캠퍼스와 빌리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딷라서 저는 Cuomo 

주지사, NYPA, 운하관리공사의 비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Ralph C. Wilson Jr.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David Egne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재건 이니셔티브는 유서 깊은 이리 운하를 주 

전역에서 재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을 

고무하며, 환경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Ralph C. Wilson 

Jr. 재단은 엠파이어 트레일을 따라 브록포트 지역사회에 수많은 여가, 문화, 경제적 

자산을 창출하는 한편 브록포트 루프에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력청, 브록포트 빌리지, 

브록포트 대학(SUNY) 및 로체스터 지역 커뮤니티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록포트 루프 보행자 다리 건설은 2023년 시작됩니다. 운하 재건 이니셔니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방문해 주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nounces-approval-300-million-funding-reimagine-canals-initiative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049d4dd-4fd2edbf-104b2de8-000babd9069e-5e3a398d3949fa0e&q=1&e=456d3626-fd9b-49c8-94d0-1662245ccc9a&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7471A8F8618698D88525866C0052B4E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