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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던커크 부두 및 항 개선 프로젝트 완료 발표  

  

부두와 워터프론트 길의 보행자 접근성과 오락 시설을 개선하여 재개장  

  

사진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던커크 시의 던커크 부두(Dunkirk Pier)와 하버프론트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이 자금을 후원하였습니다. 레이크 이리(Lake Erie)의 보행자 

접근성 및 던커크 워터프론트 길과의 연결을 개선하고, 앉을 곳과 녹지 공간을 늘리고, 

낚시와 수상 오락 시설을 개선했으며, 새 조명과 표지판, 신호를 설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활기차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는 

우리 지역이 집중하는 경제적 개발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선 작업으로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보행자에게 편리한 오락 및 행사 장소를 만들어 던커크의 관광업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커크 부두(Dunkirk 

Pier)와 항(Harbor)은 이 지역을 워터프론트로서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스마트 성장 

기금(Smart Growth fund)은 웨스턴 뉴욕의 성장하는 다운타운과 보행자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개선 작업으로 지역 거주민들과 방문자들이 셔터쿼 카운티를 

방문하여 세계 최상급의 경험을 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던커크 시장인 Wilfred Ros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직원들이 

던커크 시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실행을 

도와주신 모든 시 부서에도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개선된 부두를 방문하여 낚시꾼들이 낚시 대회를 열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부두 개선 프로젝트(Pier Improvements Project)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던 곳이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했으며, 부두 공간의 50%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야외활동 및 오락 시설을 제공하고,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으며, 부두와 

워터프론트 길 시스템의 연결이 향상되었습니다. 워터 프론트에는 부두 서쪽과 동쪽으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unkirk_Pier_Improvements.pdf


 

 

길이 나 있으며,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양쪽을 이어 길의 연결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낚시꾼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앉을 자리, 새 난간, 조명, 안전 사다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7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으로 수여한 던커크의 

250만 달러 보조금의 일부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보조금이 지원하는 시의 세 가지 주 

활성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30번 부두(Pier 30) 입구의 민간 개발은 2019년 가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크 이리(Lake Erie)의 그림 같은 전경을 즐기며 음료와 

간식을 즐길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두 개선 프로젝트(Pier Improvements Project)와 

30번 부두(Pier 30)는 센트럴 애비뉴(Central Avenue)를 따라 진행되는 세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던커크 다운타운과 워터프론트의 연결을 개선할 것입니다. 센트럴 

커넥션 프로젝트(Central Connection Project)는 네 가지 주요 교차로를 개선하고 새 

횡단보도, 도로포장, 자전거 전용 도로, 차선 그리기, 현수막 및 신호 체계를 설치해 시의 

워터프론트, 프레도니아 대학(Fredonia College)과 프레도니아 빌리지(Village of 

Fredonia)를 원활히 연결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75% 진행되었으며 2019년 가을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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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smart 

growth project)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인 투자로 워터프론트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방문객과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공공 용지와 오락 시설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WNYREDC) 공동위원장 및 솔에폭시(SolEpoxy) 회장인 Jeff 

Bel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커크 부두(Dunkirk Pier)를 바꾸는 프로젝트로 부둣간 

연결, 워터프론트 길 시스템과 다운타운 던커크를 개선하였으며 오락 시설이 늘어나 

부두와 항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웨스턴 뉴욕에서 뉴욕주 전체에 걸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공모전에서 지역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은 

자동적으로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은 전통적인 메인 스트리트 

복구, 역사적 건축물 보존, 다목적 사적 투자 강화,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워터프론트 및 

녹지 공간에의 접근성 확대 등 지자체에서 준비를 마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자금은 여덟 곳의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에 

지원되었고, 각 지역사회가 최대 2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원 기금은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REDC)의 추천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1년에서 2년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던커크 부두(Dunkirk Pier) 

덕분에 새로운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 배를 타는 사람과 낚시꾼들이 워터프론트에 

올 것입니다. 던커크 시의 경제적 개발을 향상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래에는 레이크 이리(Lake Erie) 호숫가 또한 더욱 개선되길 바랍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George Borrell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커크 

부두(Dunkirk Pier)는 시와 주변 지역의 중요한 오락 자산이며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이 

필수적인 개선 작업으로 레이크 이리(Lake Erie) 워터프론트 방문과 흥밋거리가 

향상되어 사람들이 중앙 사업 지역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REDC)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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