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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폴스의 나이아가라 협곡 림을 따라 과거의 익스프레스 

웨이 구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원 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  

  

프로젝트에 따라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에서 멋진 "고지뷰" 지역을 조성하며, 

이는1885년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의 개장 이후 최대 규모 확장  

  

전국 트레일의 날을 앞두고 이번 사업은 새로운 녹지 공간 조성, 나이아가라 협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여가 기회 확대 목표로 진행  

  

운전자, 자전거 이용객 및 보행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도로 개선 함께 진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2마일 

규모의 과거 로버스 모세스 파크웨이(Robert Moses Parkway) 또는 현재 명칭 

나이아가라 시닉 파크웨이(Niagara Scenic Parkway)를 철거하고 

"고지뷰(Gorgeview)"라는 이름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내 신규 지역을 조성하여 나이아가라 협곡(Niagara Gorge)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및 방문객 모두를 위해 여가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메인 스트리트 에서 핀들레이 드라이브(Findlay 

Drive)까지 파크웨이 구간을 철거하고 피크닉 구역, 전망대과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네트워크 등을 갖춘 새로운 녹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파크웨이 및 인접한 도시에서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월풀 스트리트 및 3번가의 전면 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협곡 디스커버리 센터(Niagara Gorge Discovery Center) 주변에 새로운 

가로등, 조경, 교통 통제 장치, 보행자 횡단 보도, 거리 주차 구역, 배수 개선 및 입구 

드라이브 및 공원 트롤리 경로에 대한 업그레이드 공사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리버 협곡은 뉴욕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이며, 이 프로젝트의 완공은 가히 혁신적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뉴욕주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모두가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나이아가라 폴스는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서 나이아가라 폴스의 위상을 높이고 웨스턴 뉴욕 경제 활성화 

노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으로서 경탄을 자아내는 자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전 로버트 

모세스 파크웨이가 철거되면서, 방문객들은 나이아가라 리버와 협곡의 아름다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의 새로운 고지뷰는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이곳에서 나이아가라 협곡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지뷰는 도시 나이아가라 폴스를 최초로 워터프론트 지역과 연결하고 여가 및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서 나이아가라 폴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이 지역에서 활성화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협곡 림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20개 스트리트에서 가드레일 및 

장벽 펜스를 일단 철거하여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종합 트레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곡 하단, 월풀(Whirlpool), 드보 삼림(DeVeaux Woods), 데빌스 홀(Devil's 

Hole) 주립공원 등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트레일을 기념하는 6월 5일 전국 트레일의 날(National Trails 

Day)을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총 7 에이커 규모의 신규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40 에어커 규모의 연결된 녹지 공원 지역이 

나이아가라 협곡 림에 조성되고, 5마일 이상의 새로운 다목적 트레일 구간이 새롭게 

마련되어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 상류에서 루이스턴 아트파크(Artpark)까지 약 

20 마일에 달하는 트레일 네트워크로 중단 없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1885년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의 개장 이후 가장 큰 확장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건설을위한 전체 자금 조달 계획은 2016년 봄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며, NYPA 및 주립 공원(State Parks), NYSDO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나이아가라 폴스 보조 미국 

나이아가라 개발 공사(USA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USAN), 나이아가라 

폴스 시와의 과거 협약에 따라 집행됩니다.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일정 내 예산에 맞추어 완공되었으며, USAN이 

주립 공원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공공 계획/설계 과정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건설은 

NYSDOT의 관리는 받는 세 건의 개별 건설 계약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월풀 브리지(Whirlpool Bridge) 위의 파크웨이 및 관세감독 플라자(Customs 

and Border Patrol)가 위치했던 1,700 피트 규모의 바이덕트/오버패스를 철거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완성된 해당 구간 공사에는 또한 월풀 스트리트 위를 지나는 사용되지 

않던 철도 교량을 비롯하여 과거 디스커버리 센터(Discovery Center)에서 나이아가라 

수족관(Aquarium of Niagara)을 연결했던 육교를 철거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철도 교량 철거에 따라 새로운 지역사회 공간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협곡 하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트레일 헤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덤 플라자(Freedom 

Plaza)"라고 명명된 이곳은 나이아가라 폴스 지하철 유산 센터(Niagara Falls 

https://www.governor.ny.gov/news/video-photos-rush-transcript-governor-cuomo-announces-42-million-project-remove-two-mile
https://www.governor.ny.gov/news/video-photos-rush-transcript-governor-cuomo-announces-42-million-project-remove-two-mile


 

 

Underground Railroad Heritage Center)가 있는 월풀 스트리트에 위치하며 과거 Harriett 

Tubman가 자유를 찾는 사람들(Freedom Seekers)이 캐나다로 탈출하도록 도왔던 

교량이 있었던 장소와 인접하여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향후 플라자에서는 

이곳만의 독특한 역사를 보여주는 공공 예술 작품 및 다양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여름에 완공된 프로젝트 2차 사업에는 월풀 스트리트와 핀들레이 드라이브의 

전면 재건 공사를 포함하여, 나이아가라 폴스의 3번가 및 월넛 스트리트의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모두 2차선으로 전면 재건되어, 새로운 

보도, 연석 범프 아웃을 완비한 횡단보도, 거리 주차, 조경 등 도시를 위한 정비를 완전히 

마쳤으며, 해당 지역 지정 속도로 코리로로부터 차량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번 재건 

공사에 따라 나이아가라 시닉 파크웨이를 비롯해 월풀 스트리트 및 3번가와 연결되는 

인근 도시의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으며, 주립 공원에서 

도시로, 월넛 스트리트에서 디스커버리 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조성되었습니다.  

  

3차 및 최종 단계에는 협곡 림을 따라 파크웨이의 모든 차선, 경사로 및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초원 지역과 거의 650개에 달하는 그늘, 꽃, 상록수, 수많은 관목과 야생화 

식물 등이 어우러진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녹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곳만의 자연스러운 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협회(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가 수주하여 프로젝트 

지역의 북쪽 한계선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에서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리스토어 더 고지(Restore the Gor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구, 

다용도 통행로, 피크닉 지역 및 전망대 건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시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제 나이아가라 협곡을 방문하여 새롭게 조성한 녹지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협곡 디스커버리 

센터와 나이아가라 수족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열린 공간이 조성되어, 하나의 공원에서 

다양한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두 개의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모두 새로운 나이아가라 시닉 트롤리 연결로를 따라 프로스펙트 

포인트(Prospect Point) 및 기타 공원의 다른 부분과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정부 

및 주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활성화 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나이아가라 협곡에 대한 물리적 및 시각적 

연결성을 활용한 노스 메인 스트리트에 대한 뉴욕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NYS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통부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진두지휘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뉴욕주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인 나이아가라 협곡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그 어떠한 주정부보다 열정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활기차고 굳건한 인프라를 건설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 이사회(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 of Trustees)의 John R.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전력청은 

나이아가라 폴스 시,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협회, 뉴욕 주립 공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뉴욕주 교통부,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지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장으로서 저는 이번 투자의 결실로서 우리가 이토록 

장엄한 워터프론트의 전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리버 협곡의 어퍼 림을 복원하고 인근 

파크웨이를 통해 협곡 림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이아가라 폴스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큰 변화이며, 향후 수년 간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사회의 일부인 NYPA는 웨스턴 뉴욕 지역의 아름다움을 활용하고 나이아가라 

고지뷰를 즐길 기회를 마련하려 뉴욕 주민과 방문객을 이곳으로 유치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SD는 나이아가라 협곡 회랑도로(Niagara Gorge 

Corridor)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 부서와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전경, 워터프론트 접근성, 열린 

공간 등 이 지역이 가진 천연의 자원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투자 및 경제 

활동을 장려하여 나이아가라 폴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웨스턴 뉴욕 전반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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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주정부 파트너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주민을 비롯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리버 협곡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과 열린 공간은 우리의 행복과 복지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더욱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고지뷰'는 이미 뉴욕주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이었던 곳의 

아름다움을 다시 강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리버 

협곡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곳을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관광지로 알릴 것입니다. 압도적인 뉴욕의 주립 공원 시스템에 대한 

최근 투자는 뉴욕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야외의 열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Robert Restain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기타 주정부 파트너의 헌신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의 '고지뷰' 

구역의 조성은 나이아가라 협곡 회랑도로를 개선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시와 워터프론트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폴스와 도시 

다운타운의 시설을 모두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기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더 많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NYPA는 인근 나이아가라 파워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의 건설 과정에서 

1958년에서 1967년까지 단계적으로 파크웨이를 건설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캐나다 구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관광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통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이러한 공사가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주립 공원과 나이아가라 폴스를 지나가는 

파크웨이 일부 구간은 1980 년대에 철거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협곡이라는 탁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스프레스웨이의 구간 철거 및 재건을 권고한 파일럿 

프로젝트 및 다수의 계획 연구가 진행된 후, Cuomo 주지사는 2013년 두 개의 철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완공된 "리버웨이(Riverway)"는 어퍼 나이아가라 

리버(Upper Niagara River)의 파크웨이 1마일 구간을 철거했고, 이후 현재 나이아가라 

협곡 프로젝트(Niagara Gorge Project)가 진행되어 협곡 림을 따라 추가 2마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모든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익스프레스웨이 철거 프로젝트에 따라 계획 및 

완공된 다수의 유사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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