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유서 깊은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의 보존 및 

보수 공사에 착공한다고 발표  

  

해당 프로젝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의 발판, 

잔교, 주변 인프라 복구 및 소중한 랜드마크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및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로 인해 손상을 입었고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로 

상승된 높은 수심으로 더욱 위협을 받은 유서 깊은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의 토대와 주변 인프라를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등대는 1835년에 처음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항해 신호등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구조물은 1869년에 지어졌습니다. 이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등대 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8월 13일에 시작되어 

초가을에 완공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등대를 더욱 강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공사는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NYRCR) 과정은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와 같이 사랑을 받으며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사회를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 드릴 것입니다.”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과정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다음의 두 가지 현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2) 이러한 기후 변화 전선의 경로에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해당 타운 및 빌리지와 삶의 방식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장 잘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이 프로젝트는 얼스터 

카운티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건설 계획위원회(Ulster County New York Rising 

Community 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의 위원들이 우선 과제로 파악한 

프로젝트입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이 재정 지원한 478,000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의 기존 격벽, 방파제, 잔교, 주변 인프라 등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백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등의 여파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복구 활동 

및 복원력 회복 과정 속에서 주민과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의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의 Laurice Salamack 지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은 상징적인 이 등대를 보았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되는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역사적인 부동산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상징물로 보존하기 

위해 소거티스 빌리지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국립 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의 허리케인 샌디 재해 구호 지원 

사적지 보조금 프로그램(Hurricane Sandy Disaster Relief Assistance Grant Program for 

Historic Properties)을 통해 격벽 보수 공사를 위해 추가로 175,000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2년에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입힌 심각한 피해로 인해 복구 및 보수 공사가 필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동산을 

지원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는 허드슨 리버 밸리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이 유적지가 

미래의 세대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보존하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869년에 건설된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등대입니다. 반복되는 폭풍에도 견뎌왔지만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와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으로 발생한 홍수와 이 

유적지의 현관만큼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12 피트 높이의 폭풍 해일로 인해 150년 된 

등대의 격벽과 잔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폭풍우들이 몰아치는 동안, 항만의 항로를 

보호하는 제방이 파손되어 등대의 원래 석조 토대가 노출되었습니다.  



 

 

  

작업원들은 제방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등대 안팎에서 격벽, 잔교, 부두 등을 

수리할 것입니다. 이 제방은 항만의 항로가 퇴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반면에, 

격벽과 잔교는 지역사회의 자산이자 유서 깊은 건물인 이 등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관광 명소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룻밤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갖춘 피크닉, 

하이킹, 수영,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현지 레크레이션 자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의 Mike Hei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는 세월을 견뎌내면서 제자리에서 수많은 폭풍으로 

풍화되어온 상징적인 랜드마크 및 항로의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등에 이르기까지 등대는 그와같은 맹공격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보수 공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한 지역사회의 지혜와 

재정 지원 및 필수 지침을 제공하는 Cuomo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덕분에, 소거티스 빌리지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을 

유지하고, 항해자가 강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등대 불빛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 건물을 더욱 스마트하고 복원력을 갖추게 만들어 모든 뉴욕 주민의 미래를 

향한 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거티스 빌리지의 William E. Murphy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은 소거티스 빌리지의 공원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빌리지 비치(Village Beach)의 

공사에서 이 등대(Lighthouse)의 재건 공사에 이르기까지, 이 중요한 역사적인 

레크리에이션 자산들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님과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거티스 타운의 Fred Costell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책에서 소거티스 타운의 자원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뉴욕 성장(NY Rising)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타운과 빌리지의 자원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상징인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특히 감사드립니다.”  

  

소거티스 등대 관리위원회(Saugerties Lighthouse Conservancy)의 Patrick 

Landew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거티스 빌리지와 제휴 관계를 맺은 소거티스 등대 

관리위원회(Saugerties Lighthouse Conservancy)는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과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보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2019년 건물 



 

 

탄생 150 주년을 맞이하는 일정에 맞추어집니다.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는 지지자 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해양 

유산인 이 건물을 앞으로 여러 세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등이 모두 얼스터 카운티의 뉴욕 성장(NY Rising)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이 폭풍우들은 강가 및 해안 지차체들인 소거티스 타운 및 

소거티스 빌리지들을 특히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플래트킬, 소이어 킬 및 기타 시내들을 

포함한 로어 에소푸스 및 그 지류들은 타운과 빌리지를 통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류들은 이 지자체의 동쪽 경계를 형성합니다. 소거티스 

등대 재건 프로젝트(Saugerties Lighthouse revitalization)는 소거티스 빌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 건의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젝트(NY Rising Community 

Redevelopment project)들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은 3 건의 

폭풍으로 계속 피해를 입어온 소거티스 빌리지 비치(Saugerties Village Beach)를 

복구하기 위해 347,000 달러를 재정 지원했습니다. 작업원들은 모래가 고갈된 해변을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두와 보트 선착장이 

수상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재건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된 

배수 시스템과 석조로 구성된 상층부가 동부 및 서부 해안을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비영리 문화자원 단체인 암 어브 더 시(Arm of the Sea)와 협력하여 제 3차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 지역사회 재건 프로젝트(GOSR Community Reconstruction initiative)는 

티나 초바스 파크(Tina Chorvas Park)를 따라 해안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363,800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계획된 개선 

사항에는 새로운 격벽 보수 공사 및 배수 개선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발생하는 폭풍으로부터 이 공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거티스 등대(Saugerties 

Lighthouse)의 재건 공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는 보다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중하게 

건설하고,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공공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종합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65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ning Committees) 

66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필요성과 자산에 영감을 받아 

수백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의 성장하는 지역사회 

재개발 계획위원회(NYRCR Committees)는 (1) 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재건하고, 

(2) 인프라를 강화하며, (3) 미래의 재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4)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650 회의 계획 회의와 250 건의 대규모 공개 

참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설립된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의 복구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성장 

지역사회 재개발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과 더불어 

뉴욕 성장 프로그램(NY Rising), 주택 복구 프로그램(Housing Recovery Program),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 설계에 따른 재건 프로그램(Rebuild By Design program) 등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악천후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역사회 

재개발 정액 보조금 재해 복구 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으로 4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tormrecovery.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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