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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로체스터 다운타운 변화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발표 

 

새 비전 플랜(Vision Plan)은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워터프론트를 변화하는 13개 

프로젝트를 포함 

 

자문단은 활동을 이끌 다운타운 리버프론트 관리 기관의 설립을 권장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3개의 변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체스터 다운타운의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주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지역을 활성화하는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계획의 

일환입니다. 프로젝트는 임명된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자문단의 

권장사항을 받아들여 목표가 설정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새로운 비전 플랜(Vision Plan)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2월 주지사가 

주 계획 지원비 5,000만 달러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는 중대한 

계획으로, 로체스터 다운타운의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워터프론트의 가능성을 

활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관광산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투자를 자극할 것이며,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를 장려하여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inger Lakes REDC) 공동 의장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의 Anne Kress 총장, 로체스터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Bob 

Duffy 최고 경영자 겸 소장이 이끄는 자문단은 다면적 활동을 개시하여 리버프론트를 

재활성화할 통합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간청이 포함되었고 강의 건강 및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 연결성, 공공 예술 및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OC_the_Riverway_ES.pdf


 

 

교육, 해당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자연 자원 보호에 주력할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자문단은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지사의 승인을 위한 권장사항을 

요약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계획은 또한 도시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현지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을 끌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가하며 

워터프론트를 따라 성장을 촉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에 중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도록 돕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수준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뉴욕은 로체스터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재활성화용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다운타운의 강변을 개선함으로써 새 기회를 창출하고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전략을 추가로 진행하여 해당 지역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ROC 더 리버웨이 비전 플랜(ROC the Riverway Vision Plan)은 다음과 같이 특정 목표를 

가진 강변의 세 구역으로 목표 지역을 구조화합니다. 

 

다운타운: 

• 다운타운 전역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길 연결, 전 애퀴덕트 

테라스(Aqueduct terrace)와 블루 크로스 아레나(Blue Cross Arena) 연결, 

찰스 캐롤 플라자(Charles Carroll Plaza) 개조 

사우스 리버(South River): 

• 보트 활동 증대 

• 강 가장자리의 자연 복구 

• 강 중심 개발 

하이 폴스(High Falls) 지역: 

• 레크리에이션, 모험, 친환경 에너지 

• 퐁드렌느(Pont de Rennes)의 재안정화 

프로젝트에는 5,000만 달러의 주 예산 투입이 권장되었습니다. 

 

애퀴덕트(Aqueduct) 재구상 (450만 달러) - 이 프로젝트는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자금을 대어 브로드 스트리트 브리지(Broad Street bridge) 상단을 제거하고 코트 

스트리트(Court Street)부터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까지 애퀴덕트(Aqueduct)의 양쪽 

부분에 새 리버웨이 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http://www.cityofrochester.gov/roctheriverway/


 

 

 

런델 라이브러리 노스 테라스(Rundel Library North Terrace) (150만 달러) - 노스 

테라스(North Terrace)는 구조상의 문제로 폐쇄되었으며 공공의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노스 테라스(North Terrace)를 야외 도서관, 카페 공간, 

프로그램 활동용으로 재개방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할 것입니다. 

 

블루 크로스 아레나(Blue Cross Arena) (6백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외부 강 

테라스를 만들고 아레나 내부에서 강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하며 주로 기타 아레나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조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레나가 페굴라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Pegula Sports and Entertainment)의 관리 하에 들어간 첫 날입니다. 해당 

회사는 최근 이 장소를 운영하기 위해 로체스터시와 임시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5백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컨벤션 및 기타 사업체의 관심을 끄는 데 필요한 개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에스컬레이터 시스템과 강 테라스를 개조한 부분을 기반으로 리버프론트와 시설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여 새롭게 지을 것입니다. 

 

리버웨이 메인(Riverway Main)에서 앤드류스(Andrews)까지 (2,000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찰스 캐롤 파크(Charles Carroll Park), 크로스로즈 가라지(Crossroads 

Garage), 크로스로즈 파크(Crossroads Park), 시스터 시티스 페데스트리안 브리지(Sister 

Cities Pedestrian Bridge)를 개조하고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부터 앤드류스 

스트리트(Andrews Street)까지 강의 양쪽에서 수동 교통 수단용 연결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프론트 스트리트(Front Street) 산책로 (125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앤드류스 

스트리트부터 이너 루프(Inner Loop)까지 강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프론트 

스트리트(Front Street)의 복합 개발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에 이루어진 기존의 투자와 

앞으로 있을 투자를 기반으로 이 산책로를 만들 것입니다. 

 

ROC 시티 스케이트 파크(ROC City Skate Park) (1백만 달러) - 새로운 공공 스케이트 

공원이 I-490 더글라스-앤소니 브리지(Douglass-Anthony Bridge) 아래 지어집니다. 

리버웨이 트레일(Riverway Trail)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다운타운 및 사우스 웨지(South 

Wedge) 인근에 접하도록 지을 예정입니다. 로체스터시도 방금 토니 호크 재단(Tony 

Hawk Foundation)에서 프로젝트용으로 25만 달러 규모의 “빌트 투 플레이(Built to 

Play)”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제네시 게이트웨이 파크(Genesee Gateway Park) (2백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기존의 제네시 리버웨이 트레일(Genesee Riverway Trail)에서 공원 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우스 웨지(South Wedge) 인근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마운틴 호프 

에비뉴(Mt. Hope Avenue)와 사우스 웨지(South Wedge) 기존 개발 프로젝트에 

기반합니다. 



 

 

 

콘 힐 내비게이션(Corn Hill Navigation) (25만 달러) - 콘 힐 내비게이션(Corn Hill 

Navigation)은 이리 운하(Erie Canal) 구역에서 투어 보트를 운행합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사우스 리버(South River)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 보트용 추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이폴스 테라스 파크(High Falls Terrace Park) / 브루어리 라인 트레일(Brewery Line 

Trail) (1백만 달러) - 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하이 폴스 테라스 파크(High Falls 

Terrace Park)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제네시 

브루어리(Genesee Brewery) 근처 공원을 따라 브루어리 트레일 라인(Brewery Trail 

Line)을 새로 만들어 해당 지역과 연결하고 추가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을 

사용하여 하이 폴스(High Falls)에 접근하고 구경할 수 있도록 기존 공원 및 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퐁드렌느 브리지(Pont de Rennes Bridge) (4백만 달러) - 기금을 사용하여 기존 다리에 

필요한 구조적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및 다리 개선 건설에 자금을 사용합니다. 

 

러닝 트랙 브리지(Running Track Bridge) (50만 달러) - 러닝 트랙 브리지(Running 

Track Bridge)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철로입니다. 기금을 이용하여 앞으로 엘 

카미노(El Camino), 애드거턴(Edgerton), 하이 폴스(High Falls) 주변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운타운/리버프론트 관리 기관 (3백만 달러) - 자문단은 또한 관리 기관의 설립을 

권장합니다. 이는 장기적 성공, 지속 가능성, 프로그래밍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중요한 책임을 맡을 관리 회사 중 어떤 종류의 회사가 로체스터에 최선일지 

연구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 프로그래밍 

• 정비 

• 마케팅 

• 공공 예술, 편의시설 

• 인프라 

• 계획 개발 

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공개 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로체스터시가 제출한 

전략적 계획에 따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작업 계약자들은 공개되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에 

새롭게 접근성을 만드는 것은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전략의 일환입니다. 



 

 

도시에 자연적 자산을 가진 로체스터 다운타운을 활성화하여 방문객과 사업체를 끌고 

지역 경제를 강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 공동 의장인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의 Anne Kress 학장과 로체스터 상공 

회의소(Rochester Chamber of Commerce)의 Bob Duffy 의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단한 프로세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문단과 지역사회,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하나의 계획을 준비한 참된 

공동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변화 

계획을 실행할 견고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계획은 계속해서 이미 로체스터의 

새로운 다운타운 혁신 지대(Rochester Downtown Innovation Zone)에서 진행되고 있는 

훌륭한 재구성 계획에 기반을 둘 것이며, 모든 연령의 사람이 살고, 일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흥미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A.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통해 초기 

5,000만 달러를 투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비전 덕분에 우리 도시는 

마침내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기반 가능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와 

이 비전 플랜(Vision Plan)을 만들도록 우리 지역사회 프로세스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수백 명의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로체스터는 신이 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리버프론트 투자와 활동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를 변화할 것이며 

많은 일자리와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동네를 만들고 시민들께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 Joseph D. Morelle 다수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는 리버웨이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미래도 역시 그렇습니다. 

로체스터의 워터프론트를 재구상 및 재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의 완벽한 경제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민과 방문객 삶의 질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높이며 계속해서 중요한 환경 자산을 보호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Jo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문단이 고른 12개 프로젝트에 

뉴욕주가 5,0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다운타운-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통로 

재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중요 인프라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계획을 통하여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Warren 

시장님과 시의회의 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를 진행하며 로체스터 지역의 가능성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주 문화 



 

 

업무, 관광, 공원, 레크리에이션 상원위원회(New York State Senate 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의장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바람을 고려한 이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는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Bob Duffy 씨의 리더십에 따라, Anne 

Kress 씨와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의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의 공헌으로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우리 다운타운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 도시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흥분되고 

다각적인 팀은 연중 내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레크리에이션, 교육, 비즈니스 활동 

등을 지역사회의 중심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기업들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52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고급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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