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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 스카이웨이 건설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고 발표  

  

2021년 말 새로운 고층 공원 개장 예정이며, 올버니 인근과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 연결  

  

클린트 애비뉴의 787번 주간 고속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경치가 

아름다운 다목적 도로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수도에서 새로운 고층 공원인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 건설이 이번 달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던 클린턴 애비뉴 경사로 북쪽 787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787, I-787) 부근과 올버니 퀘이 스트리트 구역을 활용하여 고도가 

높은 선형 공원을 건설하며, 2021년 말 개장 예정입니다. 완공 후, 이 올버니 

스카이웨이는 올버니 시의 레크리에이션 및 소매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워터프론트의 코닝 리버프론트 

파크(Corning Riverfront Park),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일부인 

모호크 허드슨 하이크 바이크 트레일(Mohawk Hudson Hike Bike Trail)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새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공원 건설을 감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스카이웨이 프로젝트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유서깊은 랜드마크부터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이르기까지 올버니 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흥미롭고 혁신적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뉴욕의 

주도 및 인근 지역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를 제공 할 것입니다."  

  

1,300만 달러가 투입된 올버니 스카이웨이 프로젝트는 활용도가 낮은 클린턴 애비뉴의 

진입로를 폐쇄할 것입니다. 이 진입로는 787 번 주간 고속도로를 밑으로 통과하여 코닝 

보호지역(Corning Preserve) 인근의 퀘이 스트리트를 연결하고 787 번 주간 고속도로의 

북쪽 방향으로 퀘큰부시 스퀘어(Quackenbush Square)에서 브로드웨이와 클린턴 

애비뉴를 연결합니다. 이 진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아름다운 풍경의 

다목적 공원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버 힐, 쉐리던 할로우, 

웨어하우스 디스트릭 등과 같은 올버니 다운타운과 그 인접지역에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이 도시의 코닝 리버프론트 파크(Corning Riverfront Park)에 



 

 

이르기까지 차량 통행이 없는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객들은 워터프론트에서 

안전하게 다운타운 올버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 반 마일 길이의 스카이웨이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적용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완공 후, 올버니 스카이웨이는 Cuomo 주지사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이자 전국에서 가장 

긴 다용도 주정부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성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은 750 마일 

규모로, 뉴욕시에서 허드슨과 샴플레인 밸리를 지나 캐나다까지, 올버니에서 버펄로까지 

이리 운하를 따라 이어집니다. 이 트레일은 뉴욕 주민이 뉴욕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통로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과 경제 발전, 교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Cuomo 주지사 입니다. 교통부는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경제 성장을 돕는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운송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 지역에서 허드슨 리버를 연결하는 천혜의 통로를 

강화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워터프론트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의 

일부분을 목적 변경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착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카이웨이 

프로젝트가 이번 달 건설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진입로를 활용하여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건설합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올버니 

스카이웨이의 건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최우선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였으며,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대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합니다. 

주정부 자원을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개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스카이웨이는 다운타운 올버니 

활성화 도움이 되는 한편,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스카이웨이는 주도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고층 선형 공원으로서 새로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과 연결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유서 깊은 다운타운 올버니 지역의 

경제 및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혁신 투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리버프론트 활용을 위해 I-787의 일부 구간 재건을 기대하는 가운데, 스카이웨이는 

코로나 이후 올버니의 지역 경제와 인근 지역의 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Sheehan 시장, 올버니 일반 의회(Albany Common 

Counci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스카이웨이는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소외된 인구가 거주했던 지역 중 하나에 활기찬 공원을 

건설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허드슨 리버 워터프론트, 클린턴 스퀘어, 아버 

힐, 세리단 할로우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수십 년 만에 우리 도시에서 

이처럼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Breslin 뉴욕주 상원 임시 부의장, Fahy 하원의원, McDonald 

하원의원, Love 시의회 의원 등 프로젝트 지지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소개  

2017 주지사의 시정연설(State On the State address)에서 소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은 총 750마일에 걸쳐 있고 연중 내내 운영되며, 이 중 75%가 자전거, 등산객, 

조거, 크로스컨트리 스키어 및 스노슈어를 위한 이상적인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20개의 

지역 트레일을 연결하면 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경로가 완성됩니다. 58개의 개별 

프로젝트 등 트레일을 일정 내에 완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오프로드 

트레일 180 마일 이상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과거 연결되지 았았던 400 마일 구간을 

오프로드 트레일로 연결하여 끊긴 구간을 잇고, 이동량이 많은 공간의 철도 및 워터 

크로싱 등 공학적 문제를 완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은 매년 860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는 170마일의 온로드 자전거 노선 구간을 개선하여 안전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저속 교외 구간 및 도시 구간을 저속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는 방문객을 맞기 위해 45개 게이트웨이와 트레일헤드를 설치했고, 표지판, 

인터프레티브 패널, 자전거 랙 및 벤치 등을 트레일에 마련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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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0th-proposal-2017-state-state-complete-empire-state-trail-2020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5927178-fa09483f-a590884d-000babd9fa3f-f2ee889f663a75e2&q=1&e=b91105f8-9d4e-4689-8703-7b15b7b362a2&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A10EA54100444E4C8525869A0057F89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