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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의 복원력 프로젝트 1단계 완료 발표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받아 레이크 온타리오의 홍수에 의한 주차 지역 손상을 수리  

  

2단계는 모래 언덕 복원, 설명식 표지판 및 새로운 산책로를 포함  

  

완료된 프로젝트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 새 복원력 프로젝트의 1단계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를 따른 홍수로 인해 주지사가 주도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에 의해 뒷받침되며 지난 3년 내에 높은 

수위와 홍수로 2회 손상된 주차 용량을 복원했습니다. 복원력 및 개선 프로젝트의 

2단계는 곧 시작되며 모래 언덕을 복원하고 교육 및 설명식 표지판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책로를 구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홍수가 2건 일어난 

후 파괴된 물가 지역사회를 재건뿐 아니라 더 튼튼하게 회복하기 위해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홍수 및 미래의 기상 이변에 

대한 우리의 복원력을 향상하면서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여 뉴욕 주민의 집과 사업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필수 주정부 투자입니다."  

  

공원의 웨스트 비치(West Beach) 주차장을 수리하여 2017년 및 2019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해결했습니다. 250만 달러 1단계 프로젝트:   

• 주차장을 약 2피트 높여 미래의 높은 수위에 더 잘 복원되도록 하고 인접한 자연 

모래 언덕 생성 및 서식지 형성을 위한 개선을 제공했습니다.  

• 개선된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 구역을 재포장했습니다.  

• 건설 중 기존 상수도 서비스를 교체했습니다.  

• 카유가 카운티의 중요한 연못가 목적지인 이스트 비치(East Beach) 주차 영역을 

확장하여 공원의 주차 수용량을 확대.  

  

https://www.flickr.com/photos/nysparks/albums/72157715449824182


 

 

2단계는 모래 언덕 및 산책로 복원을 포함합니다. 웨스트 비치 주차장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모래 언덕을 만들기 위해 현지 해변 잔디를 심을 것입니다. 해변 잔디가 바람에 날린 

모래를 포착하여 모래 언덕을 만들고 안정시킵니다. 또한 275피트의 보드워크가 

건설되어 주차장 동쪽 가장자리에서 복원된 모래 언덕을 통과하여 웨스트 비치 탈의장 

근처에서 끝납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호숫가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는 설명식 

표지판이 보드워크를 따라 설치됩니다. 주립공원 자본 기금과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기금의 120만 달러가 해당 개선사항을 지원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투자는 여름 

관광 산업에서 번창하는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강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공원의 자연 서식지를 향상하면서 레이크 온타리오의 사랑받는 목적지가 

미래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 더 잘 복원되도록 해주신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및 지역 지도자들과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서비스국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의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지역 전체에 걸쳐 성취하는 것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또한 미래의 높은 수위로부터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 리버 

지역사회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호반 부지에서 일반서비스국과 

주립공원이 달성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am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카유가 카운티와 우리 

지역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페어 해이븐은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물입니다. 주 및 전국 각지에서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원의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Cuomo 주지사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여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Brian Manktelow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완료, 주차장 

개선, 새로운 배수 시스템 및 오래된 수자원 서비스의 교체는 분명 주립공원을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2피트 높여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해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인 모래 언덕 복원 및 

보드워크의 건설은 더 침식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지역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  

  

페어 해이븐 빌리지 시장 Jim Basi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빌리지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한 페어 해이븐 주립공원 업그레이드의 

성공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 빌리지의 지역 거주지와 사업체들은 주립공원과 

페어 해이븐 마을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카유가 카운티 의회의 의장 Aileen McNabb-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은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긴 카유가 카운티 거주자의 세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작업이 완료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공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카유가 카운티 계획 및 경제 개발공사(Cayuga County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디렉터인 Steve Lyn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주립공원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은 지역 및 지역 관광 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기여와 더불어 가장 높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늘 발표된 공원 개선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호숫가에 대한 

접근성과 여름의 추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로렌스 리버 기슭을 따라 확장된 홍수의 패턴에 대응하여, 

Cuomo 주지사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물가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8개 카운티(나이아가라와 올리언스, 먼로, 웨인, 카유가, 오스위고, 제퍼슨과 

세인트로렌스)로 구성된 5개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이 설립되어 위험한 

인프라와 기타 요소의 지역 우선순위와 공공 안전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위원회(REDI Commission)는 주택 소유주 지원을 위해 

2천만 달러를, 사업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의 8개 카운티 각각에 혜택을 줄 지역 준설 노력에 1천 5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 3,500만 달러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임무를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지역 및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은 업스테이트 뉴욕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공공 호반 중 

하나이며, 우뚝 솟은 해안선 절벽, 모래 해변, 인접한 언덕이 많은 숲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600피트의 보호 수영 구역을 포함한 1,500피트의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공원의 

완만한 삼림 지대에 캠프장과 객실 구역이 놓여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New York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은 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앱 또는 애플 스토어(Apple Store),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앱.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3htvzPzLQQb-NHDC4V1AS-lwc6oxmmNMOuFWAOzb3DxyWl1QUy7YCAFodHRwczovL3BhcmtzLm55Lmdvdi8.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a5f7147-56794979-0a5d8872-000babda0031-9fba5a2ab5973bb4&q=1&e=13fa1c04-537a-4368-a5fd-ae400a08a1dc&u=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gov.ny.its.nyspark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a5f7147-56794979-0a5d8872-000babda0031-9fba5a2ab5973bb4&q=1&e=13fa1c04-537a-4368-a5fd-ae400a08a1dc&u=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gov.ny.its.nyspark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a5f7147-56794979-0a5d8872-000babda0031-9fba5a2ab5973bb4&q=1&e=13fa1c04-537a-4368-a5fd-ae400a08a1dc&u=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gov.ny.its.nysparks
https://apps.apple.com/us/app/ny-state-parks-explorer/id14968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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