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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리 운하와 모호크 리버를 따라 복원력을 높이고 빙집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번 겨울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쇄빙 방법을 테스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이리 운하(Erie Canal)와 

모호크 리버(Mohawk River)를 따라 복원력을 높이고 모호크 리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빙집의 원인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노력에는 예인선의 얼음을 깨는 능력뿐만 아니라 판빙의 형성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 입수한 수륙 양용 준설선의 시험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2020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소개된 운하 재구상(Reimagine the 

Canal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주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클락슨 

대학교(Clarkson University), 유니온 대학교(Union College), 미국 지질 

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미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로를 변화시키고 이리 운하를 

따라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빙집은 오랫동안 주 전역, 특히 모호크 강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리 운하를 21세기로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목표에 따라, 홍수의 위협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이 지역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몇 가지 혁신적인 접근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홍수를 해결할 것이며, 렉스포드 

협곡(Rexford Gorge)을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비셔 페리 댐(Vischer Ferry Dam) 

상류 이리 운하와 모호크 리버에서 판빙이 형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예인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운영되는 예인선은 뉴욕주 트로이의 

뉴욕주 해양 고속도로 운송 회사(Marine Highway Transportation Company)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니스카유나 록(Lock) E-7에 정박하게 됩니다.  

  



 

 

또한 운하관리공사는 새로운 워터마스터 수륙 양용 다목적 준설선(Watermaster 

Amphibious Multipurpose Dredger)을 인수했습니다. 이 독특한 선박은 운하 유지 

보수 활동에 연중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겨울 록 E-7 항구의 쇄빙 작업에 

대해서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 빙집 완화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쇄빙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는 현재 개발 중인 더 넓은 복원력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중요한 장소에서 모호크 리버 수로의 

폭과 깊이를 잠재적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된 개입 시스템을 계획하고, 록 E-7의 

가변적 물마루 게이트가 있는 비셔 페리 댐을 개조하여 중요한 시점에 상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며, 카메라 및 센서로 얼음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시정연설 29번째 제안에서 홍수를 완화하고 관개 및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강화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운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생성하는 이리 운하의 재구상을 위한 3억 달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재고하는 뉴욕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강과 인접한 지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모호크 리버 밸리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회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 청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도 지역의 빙집을 완화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더욱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핵심 

인프라와 천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의 Brian U. Stratton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의 전 시장으로서, 빙집으로 인한 홍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 알고 

있으며 올해 우리의 노력이 주도 지역의 지역사회가 겨울마다 직면하는 얼음과 

고수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운하 옆 이웃들이 

겨울 얼음과 봄의 홍수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을 시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증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혹한 폭풍 및 홍수에 적응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중요 인프라를 파괴적인 빙집과 홍수로부터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007d199-cf9ce8a6-900528ac-000babda0031-92e715c327c34f77&q=1&e=d624e013-798d-43ef-bdf2-d81cd1552d4b&u=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29th-2Dproposal-2D2020-2Dstate-2Dstate-2D300-2Dmillion-2Dplan-2Dreimagine-2Diconic-2Derie&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O-Rga4itRCYFEKJkBUj1d8mb9t98GBGTl-l85zUWw_8&s=vMSFCpOniPDUFdVsgxi93pYv_l1x4vj10hnazqvWudE&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007d199-cf9ce8a6-900528ac-000babda0031-92e715c327c34f77&q=1&e=d624e013-798d-43ef-bdf2-d81cd1552d4b&u=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29th-2Dproposal-2D2020-2Dstate-2Dstate-2D300-2Dmillion-2Dplan-2Dreimagine-2Diconic-2Derie&d=DwMFAg&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O-Rga4itRCYFEKJkBUj1d8mb9t98GBGTl-l85zUWw_8&s=vMSFCpOniPDUFdVsgxi93pYv_l1x4vj10hnazqvWudE&e=


 

 

보호하고 시행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효과적인 빙집 이니셔티브를 파악하면 강변 및 운하 옆의 지역사회를 

따라 복원력이 향상되어 지역 자산과 인프라를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Phil Ste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2013년 처음 

하원에 들어온 이후로 모호크 리버에서 빙집으로 인한 홍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운하관리공사, 뉴욕 전력청은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 행동하여 이에 응답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노력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흥미롭지만, 모호크 리버에서의 

홍수는 록 E-7의 비셔 페리 댐 변경과 같이 향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Angelo Santabarbar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지역은 

모호크 리버를 따라 발생하는 빙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 손해를 초래했으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홍수는 역사적인 

스토케이드(Stockade) 및 스키넥터디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목 기술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일이며,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모호크 리버를 따라 빙집을 

예방하고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면 수백만 

달러의 홍수 피해, 청소 및 복구 비용, 인프라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의회의 Anthony Jasenski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는 모호크 리버를 따른 얼음 축적과 홍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의 Gary McCarth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뉴욕 

전력청과 운하관리공사와 함께 빙집과 고수위 피해의 영향을 받는 도시 

주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특히 

유서 깊은 스토케이드 이웃 지역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겨울에 쇄빙용 

예인선을 이용하는 조치는 이 문제를 완화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큰 

발걸음입니다."  

  

클락슨 대학교의 교수 Hung Tao Sh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락슨 

대학교의 리버 아이스 리서치 그룹(River Ice Research Group)은 뉴욕 전력청 및 

운하관리공사와 협력하여 잠재적 완화 조치를 조사하면서 가장 진보된 컴퓨터 

모델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음 해체 기간 동안 얼음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쇄빙 작업, 빙집을 일으킬 수 있는 운하 내의 주요 위치 준설 가능성, 얼음을 

하류로 내려보내기 위한 비셔 페리 댐의 잠재적 변경이 그 예입니다."  

  



 

 

유니온 대학교 교수 John Garv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 리버 하부의 

빙집을 완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계획은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얼음을 깨고 모호크 수로, 특히 렉스포드 협곡과 비셔 페리 

댐 사이의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하면 빙집으로 인한 홍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운하관리공사, 협력사는 겨울 시즌이 끝날 때 쇄빙 테스트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훈을 미래의 복원력 계획 노력과 운영에 

통합합니다.  

  

운하 재구상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탄력성 노력은 

운하관리공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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