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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이크 온타리오의 노스 샌디 폰드에서 준설이 시작된다고 발표  

  

이 프로젝트는 보트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주운 수로를 청소하고 새와 해변 이용객을 

위해 잃어버린 해안선을 복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의 1,500만 달러 규모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 지역 준설 

프로젝트(Regional Dredging Project)의 일환으로 오스위고 카운티 샌디 크릭 타운의 

노스 샌디 폰드(North Sandy Pond)에서 준설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의 남쪽 해안을 따르는 항구 주운 수로에서 프로젝트의 적체된 작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준설은 높은 수위 및 홍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회복하고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3억 달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는 주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노스 샌디 폰드는 기후 

변화가 현실로 다가올 때 보다 탄력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이 

프로그램의 네 번째 현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여행지 중 한 곳을 계속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샌디 폰드는 Cuomo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준설 프로젝트 아래 진행되는 네 번째 현장으로 

수로를 청소하여 레크레이션 보트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노스 샌디 폰드를 통해 레이크 온타리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역사회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우리 팀은 최근 몇 년 동안 폭풍과 

높은 수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래 언덕과 해변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샌디 폰드와 샌디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Sandy Island Beach State Park)은 중요한 관광 목적지이며 이 



 

 

지역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고 공원 

방문객과 레크리에이션 보트 이용자들에 대한 이 지역의 매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샌디 폰드 준설 프로젝트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 리버 해안 지역사회를 따른 보호를 강화하고 뉴욕 주민들이 더욱 

강력하고, 현명하고, 더 탄력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주지사 

Cuomo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노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주지사의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전문가팀은 환경 보호를 손상시키지 않고 항구 주운 

수로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준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청은 우리의 주 파트너들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스 샌디 폰드와 같은 중요한 준설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의 수로가 탄력적이고 업스테이트 관광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스 샌디 폰드 준설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됩니다. 그것은 웨인 카운티의 포트 베이에서 

지난해, 웨인 카운티의 블라인드 소더스 베이 및 이스트 베이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준설을 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노스 샌디 폰드 프로젝트는 현장의 조건과 날씨에 따라 완료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굴삭기 및 덤프 트럭은 주운 수로에 가까운 곳에 쌓인 4,000 입방 

야드 이상의 퇴적물과 파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스 샌디 폰드를 가로질러 뻗어 이를 레이크 온타리오로부터 보호하는 모래 장벽이 

크게 침식되어 퇴적물이 수로 바로 입구에 퇴적되었습니다. 준설된 퇴적물은 침식된 

해변과 모래 언덕을 재건하기 위해 장벽 위에 놓일 것입니다. 이 노력은 해안의 주거지와 

사업체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샌디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을 포함하여 해변의 

복원력을 높이고, 인근에 위치한 레이크 온타리오 호수 난파선의 방해를 피하면서 

지역의 물떼새 및 기타 야생 동물 인구의 서식지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루덴트 엔지니어링 유한회사(Prudent Engineering, LLP)는 이스트 시러큐스에 본사를 

둔 뉴욕주 인증 소수자 소유 사업체로서 지역의 다른 준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준설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노스 샌디 폰드 수로의 사전 설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프루덴트 엔지니어링은 노스 샌디 폰드에서 준설 후 검증 조사를 

실시하여 보트가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루덴트 엔지니어링은 

준설 설계 컨설턴트인 시러큐스의 램볼(Ramboll )의 서브 컨설턴트입니다.  

  



 

 

현지 사업체 BDS 인테리어-익스테리어 유한회사(BDS Interior-Exterior LLC)는 오스위고 

카운티 풀라스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위치에서 준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업체입니다.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준설 프로젝트의 목적은 주로 이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보트 용도 및 피난처로 사용되는 항구 항해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 

수요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20개 항구 주운 수로에 필요한 준설을 해결하여 복원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지역 내의 8개 카운티 각각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3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주정부는 계속 항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 준설 관리 계획(Regional Dredging 

Management Plan)의 업데이트, 확장,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카운티에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 준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정부의 초기 지원은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 

리버 카운티에 장기적인 운영, 유지 보수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로렌스, 웨인 카운티의 

지역 준설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의 자세한 사항과 모든 카운티에 대한 지역 

혜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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