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쇄빙 예인선을 도입하여 나이아가라 강의 얼음을 제거하고 

해안 홍수를 방지한다고 발표  

  

레이크 이리-나이아가라 강 얼음 차단박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브레이커 II"는 

안전과 청정 수력 발전을 위해 나이아아라 강의 유빙을 제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해안 홍수 발생을 완화하는 한편 나이아가라 강의 

대규모 수력 발전 역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결빙 확률을 줄이도록 신규 쇄빙 예인선을 

도입하여 나이아가라 강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레이커 II(Breaker II)"는 대형 

유빙이 강을 떠다니지 않도록 나이아가라 강 입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22개의 강철 

부교와 더불어, 매년 겨울 레이크 이리-나이아가라 강 얼음 차단막(Lake Erie - Niagara 

River Ice Boom)에 설치되었던 세 척의 배와 함께 배치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이커 II 예인선은 발전 및 나이아가라 강 

홍수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이 선박이 지역의 상징적인 

얼음 차단막에 설치됩니다. 이것은 대형 유빙 생성을 방지하여 뉴욕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청정 수력 발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해안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얼음 

생성을 제한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해의 홍수 및 올해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해안 지역사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를 

완화하고 해안선 지역사회의 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현명한 해결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레이커 II 예인선은 나이아가라 강의 쇄빙 작업에 

투입되어 강의 유빙을 제거하고 얼음으로 인한 걸림 현상 및 홍수를 방지합니다. 이는 

향후 수위 상승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미래에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브레이커 II는 나이아가라 얼음 생성 통제라는 목적을 위해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로드 

아일랜드에서 특수 제작되어 뉴욕주 운하 시스템(New York State Canal System)을 

통해 조선소로 이동했으며 최종 목적지인 버펄로에 최근 도착했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ijc.org_en_all-2Dabout-2Dlake-2Derie-2Dniagara-2Driver-2Dice-2Dboom-2D0&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5rImuAy4Jy5JFtlHAW5k9koTmX65ftZQqDw2NPvtjk&s=LvHoALF7v-_46axXq11Et6_Ar4T21mRPNjGxtteegZ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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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 회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나이아가라 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저는 전력청 및 국제 파트너들이 얼음 차단막이 강에 매년 

설치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얼음 차단막의 일부이자 쇄빙선으로서 

이 선박이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가 누리는 특혜입니다. 실제로 

브레이커 II는 NYPA가 청정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선박은 비록 작지만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NYPA는 

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년 매우 

위험한 조건에서 얼음 차단막을 설치 및 제거하기 위해 근무하는 전력청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쇄빙 예인선이라는 독특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기능을 탑재한 이 다목적 선박을 이용해 직원들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레이커 II가 NYPA의 쇄빙 작업 및 얼음 차단막 설치 팀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브레이커 II의 주요 임무는 나이아가라 얼음 차단막을 설치 및 제거하는 것이지만, 

혹독한 겨울 조건을 고려하여 쇄빙 작업을 위한 고급 강철 소재 뱃머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얼음 차단막과 함께, 선박은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에서 대규모 얼음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걸림 현상은 나이아가라 강 

부두 및 해안 구조물의 손상 및 수력 발전소의 물 유입 흐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력 발전 역량은 나이아가라 강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는 겨울에는 레이크 이리의 표면이 얼어붙어 강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이크 이리의 겨울 바람은 유빙을 나이아가라 강 

상류로 이동하게 만들어 하류로 향하는 흐름이 막힐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수력 

발전소로 향하는 유입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NYPA와 

온타리오 발전소(Ontario Power Generation, OPG)는 정기적인 쇄빙선 순찰, 강물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레이크 이리-나이아가라 강 얼음 차단막의 사용을 포함하여 

얼음 관리 작업을 세심하게 수행합니다.  

  

국제합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는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1909 경계 

수역 조약(Boundary Waters Treat)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으로, 양국 경계 수역에 위치한 

레이크 이리-나이아가라 강 얼음 차단막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위원회 소속 국제 

나이아가라 관리 위원회(International Niagara Board of Control)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차단막의 연간 설치, 운영, 제거 및 유지 보수를 감독합니다. 뉴욕 전력청의 

인력은 양국의 전력 기관을 위해 얼음 차단막을 설치하고 온타리오 발전소가 비용을 

보전합니다.  

  

브레이커 II는 로드 아일랜드 브리스톨에 위치한 브리스톨 하버 그룹 주식회사(Bristol 

Harbor Group, Inc.)가 설계했으며 로드 아일랜드 워런에 위치한 블라운트 보츠(Blount 

Boats of Warren Rhode Island)가 제작했습니다. 선박의 비용은 NYPA와 OPG가 공동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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