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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홍수 복원력이 강한 레이크 온타리오 해양 공원의 착공 발표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이언데큇 베이에서 

진행되는 267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공공 안전, 관광에 중요한 선착장  

  

컬버 로드의 우수관을 개선하여 지역 도로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먼로 카운티의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Irondequoit Bay State Marine Park)에서 홍수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레이크 온타리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Lake 

Ontario 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67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2017년 및 2019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높은 수위를 

기록하는 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선착장, 부두 및 주차장의 위치를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가 여기 뉴욕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주변 및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복원력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언데큇이 빈번히 

발생하는 높은 수위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여 호수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뉴욕의 

응급 대원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선박 애호가들의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레이크 온타리오 인근의 워터프론트 

지역사회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이들이 더욱 

나은 방식으로 현명하고 복원력이 강한 지역사회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합니다. 

아이언데큇 베이(Irondequoit Bay)는 그레이터 로체스터(Greater Rochester) 지역의 선박 

애호가를위한 최고의 장소이며, 오늘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공원의 착공은 수위 

상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입니다."  

  

주차장과 선착장의 위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프로젝트에는 추가적인 임시 

부두, 놀이터,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 

레크리에이션 파빌리온 건설이 포함됩니다.  



 

 

  

아이언데큇 타운은 또한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 및 여러 주요 비즈니스의 

관문인 컬버 로드(Culver Road)를 따라 우수관 개선을 위해 인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00 달러 규모의 이번 투자는 도로의 홍수를 완화하고 수위가 

높아졌을 때 도로 폐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는 응급 서비스를 위해 

도로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 시설 접근에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컬버 로드를 따라 기존 우수관을 개조하고, 새로운 체크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급수 펌프에 대한 영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주거용 주택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의 흐름이 지역의 가정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와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 덕분에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은 향후 호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문제에 더욱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이자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DI) 공동 의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처음부터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물가를 따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019년 기록적인 높은 수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 기업을 비롯하여 공원, 

수자원 인프라, 도로 등 중요한 지방 자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해안선 지역사회를 더욱 나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REDI 협의체(REDI Commission)에 

참여하여, 뉴욕주 DOT는 레이크 온타리오의 남쪽 해안을 따라 위치한 주민과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나씩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복원력과 더욱 나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의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여 해변, 선착장 및 

아름다운 전망을 갖춘 아이언데큇 타운이 매년 수천 명이 즐길 수있는 멋진 여름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REDI 공동 의장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방문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사회는 어업과 관광에 의해 생성 된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과 같은 장소를 복원하고 재건함으로써, 우리는 호수에 의존하는 



 

 

해안선 지역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현명하게 재건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데큇 베이는 로체스터의 북동쪽으로 약 5마일가량 떨어져 있으며, 레이크 

온타리오를 향해 이어집니다. 44 에이커 규모에 달하는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공원의 북서쪽 해안선은 컬버 로드 및 씨브리즈 드라이브(Sea Breeze Drive)와 

인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언데큇 타운에서 운영 및 유지하는 공원을 400,000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Cuomo주지사는 2017년과 2019년 레이크 온타리오의 수위가 기록적으로 상승하여 해안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2019년 5월 REDI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REDI를 

통해 주정부는 레이크 온타리오를 따라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해안가를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REDI 협의체 지역 계획 위원회(REDI 

Commission Regional Planning Committees)를 통해 선정하고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Joe Morell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호수 주변에 위치한 

주택 및 사업체에 홍수가 얼마나 큰 재산 및 신체 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미래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휘하여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안 지역사회를 강력하게 만드려는 노력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홍수의 막대한 파괴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REDI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개선 공사를 통해 

주차장의 피해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Adam Bello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이언데큇의 

주민으로 살아온 저는 2017년 및 2019년 홍수로 인해 해안선 거주자, 기업 및 응급 

요원이 받은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아이언데큇 베이 및 레이크 

온타리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파트너와 함께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의 

복원 및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과 기업, 그리고 응급 대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온타리오 레이크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에 

감사드립니다."  

  

Joseph Carbone 먼로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아이언데큇 베이 주립 해양 공원에서 REDI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선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해안선은 레이크 온타리오의 높은 수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 년 내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의 재건을 

비롯해, 공원에 추가되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능은 아이언데큇 타운의 주민과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David Seeley 아이언데큇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아이언데큇의 미래는 우리의 자연 경관, 그리고 주민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정된 자산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인프라와 

상업 개발, 레크리에이션을 통합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해주신 

Cuomo 주지사, Kathy Hochul 부지사, Morelle 하원의원, 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267만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효과를 낼 것이며, 아이언데큇을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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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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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3htvzPzLQQb-NHDC4V1AS-lwc6oxmmNMOuFWAOzb3DxyWl1QUy7YCAFodHRwczovL3BhcmtzLm55Lmdvdi8.#_blank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_blank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_blank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_blank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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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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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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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blank
https://apps.apple.com/us/app/ny-state-parks-explorer/id1496803341#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c235614-600562a0-3c21af21-000babd9fe9f-2ad4ab818cfe8524&q=1&e=3bf9d34c-9d07-4659-9181-8ebc07b9814d&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44119153017BCD38852585C90067D52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