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 건설 공사에 3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올버니 인접 지역을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워터프론트로 연결하게 될, 높은 고도에 

위치한 새로운 공원  

  

클린트 애비뉴(Clinton Avenue)의 787 번 주간 고속도로(I-787)를 보행자와 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경치가 아름다운 다목적 도로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에 310만 달러를 

재정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787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787) 

북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활용도가 낮은 클린턴 애비뉴(Clinton Avenue)와 퀘이 

스트리트(Quay Street)를 고도가 높은 선형 공원으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완공될 경우 이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는 올버니 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워터프론트의 코닝 리버프론트 

파크(Corning Riverfront Park)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새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서 이 지역의 자연미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공원은 주변 지역사회의 

관광 산업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보행자, 달리기 애호가, 자전거 애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매력을 겸비한 이 장소가 앞으로 스카이웨이(Skyway)를 

경험하기 위해 주도 지역으로 모여드는 모든 이를 환영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기금은 캐피털라이즈 올버니 코퍼레이션(Capitalize Albany 

Corporation)이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프로그램으로부터 2016년 12월 수령한 보조금 375,000 달러에 추가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비 프로젝트의 계획과 설계를 감독하고 있는 이 도시의 경제 개발 단체인 

캐피털라이즈 올버니 코퍼레이션(Capitalize Albany Corporation)이 후원합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는 프로젝트 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 가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초기 공정을 관리하여 2020년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관광산업, 경제 개발, 교통 인프라 사이의 

대단히 중요한 연결 고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공원으로 재개발하고,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로 통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며, 지역사회를 미국의 귀중한 보물로 연결하는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관해 올버니 시와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활용도가 낮은 클린턴 애비뉴(Clinton Avenue)의 진입로를 폐쇄할 

것입니다. 이 진입로는 787 번 주간 고속도로(I-787)를 밑으로 통과하여 퀘이 

스트리트(Quay Street)를 연결하고 787 번 주간 고속도로(I-787)의 북쪽 방향으로 

퀘큰부시 스퀘어(Quackenbush Square)에서 브로드웨이(Broadway)와 클린턴 

애비뉴(Clinton Avenu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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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게 됩니다. 약 반 마일 

길이의 스카이웨이(Skyway)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적용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부(DOT)의 교통 개선 프로그램(Transportation Enhancements 

Program)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해진 코닝 공원(Corning park)의 자전거 및 보행자 

인프라에 대한 2016년 올버니 시의 개선 사항을 보완합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는 올버니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한 이 다목적 고가 도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추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 거주하고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더 나은 장소로 올버니를 만들어 가기 위해 투자를 단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스카이웨이 

(Albany Skyway)를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도로는 

올버니시를 워터프론트로 다시 연결하는 엄청난 실행 조치입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코닝 리버프론트(Corning Riverfront)에 대한 최근 투자 

후의 중요한 다음 조치입니다.”  



 

 

  

Pat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는 하루 밤새에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재개발하도록 

제안된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도 주도 지역을 위해 변형되어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버니와 허드슨 워터프론트의 연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Dan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도 지역 

주민들을 야외로 이끌어 건강에 좋은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걷기를 즐기거나 코닝 보호구역(Corning Preserve)의 올버니 카운티 트레일을 

따라 자전거를 타든지 간에, 이 장소는 워터프론트로 이어져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추가될 것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Cuomo 주지사님은 

올버니 시를 위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버니 스카이웨이(Albany Skyway)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워터프론트에 우리 다운타운, 웨어하우스 디스트릭, 셰리던 

할로우, 아버 힐 지역들을 연결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자산 및 핵심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의 이 310만 달러 지원금 공약으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활기찬 주도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캐피털라이즈 올버니 코퍼레이션(Capitalize Albany Corporation)의 Sarah Reginelli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올버니 다운타운과 워터프론트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약이 촉매 작용을 하여 

스카이웨이(Skyway)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차이점을 만듭니다. 이 기금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지원을 기반으로 삼아, 스카이웨이(Skyway)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인접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더욱 향상되어 올버니 다운타운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명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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