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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 2마일
마일 구간을 철거하고 NIAGARA
주지사 ROBERT MOSES PARKWAY의
FALLS 수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4200만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

이 프로젝트는 도시 거리로부터 Niagara River 협곡으로의 수변 접근성을 재개하고; 휴양
기회를 증대할 것입니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사진을 여기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지사, 뉴욕주민들에게 Robert Moses Parkway의 새 명칭을 제안하도록 장려하는 경쟁
출범
온라인 제출이 http://go.ny.gov/Niagara에서 2016년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Niagara Falls 소재 Robert Moses Parkway
North의 저활용 2마일 구간을 열린 공간, 경치 구경 및 휴양 트레일로 대체하여 주민,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수변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885년에 나이아가라 보호구역이 설계된 이래 최대의 녹지 공간 확대로서,
Niagara River 협곡 및 폭포를 단일 목적지로 연결하여 수변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의 유례 없는 자연미는 매년 수 백만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오늘 우리는 이
지역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 위에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의 공원땅을 더 잘 활용하고 수변을 모두가 즐기도록
개방하기 위해 공원도로를 재구상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는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서의 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혁적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크웨이의 Main Street에서 Findlay Drive까지 저활용되는 2마일 구간을
제거할 것입니다. Whirlpool Street를 재건하여 2차선 도로로 재설계함으로써 남북
모두에서 파크웨이에 가장 가까운 Niagara 협곡 회랑 구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용도 변경된 파크웨이 남북 구간의 완성도가 여기 및 여기에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Robert Moses Parkway의 이름을 변경할 기회를 뉴욕주민들에게 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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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출범시켰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명칭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마감은 2016년 4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우승 명칭은 주 대표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선정될 것입니다. 제안은 여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약 18 에이커의 포장을 제거한 후에 Niagara Falls 주립공원과 Whirlpool 및 DeVeaux
Woods 주립공원 사이의 Niagara 협곡환을 따라 약 300 에이커의 녹지 공간이 개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치 구경과 하이킹, 사이클링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트레일을 포함하여 지역에 새 레크레이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4200만 달러 예산의 이 프로젝트는 파크웨이가 철거될 토지의 약 71%를 소유한
뉴욕주전력청이 지원할 것입니다. NYPA는 1950년대에 인근의 Niagara Power 프로젝트
건설의 일환으로 Robert Moses Parkway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캐나다쪽
폭포와 경쟁하여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그리고 또한 지역의 통근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4년에 NYPA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파크웨이 구간 철거, 조경 계획 및 환 풍경의
서식지 복원과 파크웨이의 현재 정렬에 연결되는 Whirlpool Street의 재건을 포함하여
예비 엔지니어링 및 환경 청소를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유적보전실도 이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를 보탤 것입니다.
Robert Moses Parkway 명명 경쟁은 온라인 제출을 2016년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받을
것입니다. 우승 명칭은 주 대표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선정될 것입니다. 새 명칭은 프로젝트 준공시 공식 리본 커팅식에서 영구 간판에 공개될
것입니다. 제안은 http://go.ny.gov/Niagara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파크웨이 철거는 2018년 초에 시작하여 약 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는
뉴욕주 공원휴양유적보전실이 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 교통부가 정비하고
운용하면서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및 건설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원래 Niagara Parkway로 불린 이 파크웨이가 변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Niagara Falls 주립공원을 통과하는 원래 구간은 1989년에 철거되어 John Daly
Boulevard 및 Niagara Street에 의해 우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iagara Falls
주립공원과 Devils Hole 주립공원 사이 원래의 남행 도로는 2001년에 레크레이션
트레일로 전환되었습니다.
NYPA 청장 겸 CEO인
인 Gil C. Quinione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이 정도로 재구상하게 되는 것은 종종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Niagara
River 협곡의 극적인 탈바꿈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YPA 의장 John R. Koelmel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폭포를 우리 주의 주요 관광
명소로 만드는 수 백만 방문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주 서부 지역의 평생 주민들이 이

Korean

협곡과 폭포를 완전 새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흥분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
는 다음과 같이
총재 CEO &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Robert Moses Parkway 철거 프로젝트는 Niagara River까지의 직접적
레크레이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Niagara 협곡과 Niagara 폭포 동네들을 수
십년간 저해해온 이 물리적 및 심리적 장애물의 제거로 이 지역이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공원휴양유적보전실 실장 Rose Harvey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Niagara 협곡
연안의 수 백 에이커 녹지 공간의 연결과 개선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Niagara Falls 시와 주립공원을 모두
재활성화하려는 Cuomo 지사 집념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교통부 장관 Matthew J. Driscoll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모든
사용자들을 고려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또 한번 개발하였습니다. 수변 접근성을 열면서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 커뮤니티와 그 방문객들을 위한 큰 승리입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Niagara Falls 주민들은
그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 그것은 이 도시가 따라 명명된 폭포를
먹이는 강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크웨이 철거 이상으로 한 도시를
구축합니다.”
상원의원 Robert Ortt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Niagara
Falls시와 지역, 주 및 연방 레벨의 협조 노력의 최종 결과를 위한 엄청난 승리입니다.
Robert Moses Parkway의 북부 구간 철거는 수 백 에이커의 열린 공간을 풀고 동네들을
수변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오랫 동안 필요하였던 경제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광 니즈와 교통 니즈를 균형잡고 사실상 그것들을 향상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신 Cuomo 지사와 NYPA에 박수를 보내며, 폭포 전체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John Ceretto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Robert Moses Parkway 재구성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시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수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뒷마당에 고속도로가 더 이상 없음으로써 레크레이션 및 레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열릴 것입니다. 본인은 Niagara Falls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이 행정부와
제가 만들고 있는 진보가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틀림 없이 우리
가족들, Niagara Falls시와 주변 커뮤니티들을 위해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조성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 시장 Paul Dyste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Niagara
Falls시에서 Robert Moses Parkway와 그것의 수 십년 동안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함에
따라 그의 끈질김을 과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비전적 리더십 하에 우리는 프레드릭 로
올름스테드 시대 이래 Niagara Falls에 공원이 가장 크게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는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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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립니다. 오늘, Robert Moses Parkway North 철거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수변의 또 하나의 구간이 마침내 우리 주민과 전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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