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호우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 투자 발표 

 

프로젝트는 코호우즈의 동서부를 잇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근 향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호우즈(Cohoes)에 있는 787번 도로를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걷고 싶은 도시의 관문인 가로수길로의 개조에 1,500만 달러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호우즈 시의 동부와 서부를 다시 연결하고 길 양옆에 가로수가 늘어서고 횡단보도 

업데이트와 도로 중앙 화단을 가진 도로로 개조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 전역의 안전 수립과 지역 

번성에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내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앞으로의 지역 비즈니스 

성장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은 2017~2018년 예산에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에 배정하여 목표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디자인과 건설공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DOT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과 교섭하여 도로 등급을 고속도로에서 지정 간선도로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코호우즈 

대로(Cohoes Boulevard) 갱신에 대한 요구에 뉴욕주가 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로수길은 

코호우즈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787번 도로 양쪽의 주민들을 다시 연계할 것입니다.” 

 

코호우즈 대로로도 알려진 787번 도로의 가운데에 화단을설치하고 차선을 좁게 한 대망의 가로수길 

스타일의 도로는도시를 가로질러 다이크 대로(Dyke Avenue)에서 남쪽으로 코호우즈 워터포드 

대교(Cohoes Waterford Bridge)에 이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는 787번 

도로를 가로질러 출근, 등교, 쇼핑과 동부의 코호우즈의 반 샤이크 아일랜드(Van Schaick Island) 및 

시몬스 아일랜드(Simmons Island) 지역과 서부의 코호우즈 시 중심과 코호우즈 힐(Cohoes Hill) 및 

하모니 밀스(Harmony Mills) 지역 사이 모든 사람의 연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큽니다. 

 

지난해 여름, NYSDOT는 코호우즈를 지나는 787번 도로의 세 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보행자 전문 횡단을 돕는 새로운 보행자 누름 버튼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승인과 공공자금의 투자로 DOT는 2018년 초까지 이 프로젝트 디자인을 완성하고 

2018년 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9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호우즈 대로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코호우즈 시 장래의 경제 발전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사이클리스트 및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Driscoll 커미셔너 및 우리 모든 지역 

공무원과 이 대로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John T. McDonald III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의 예산이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지지할 수 있어 기쁘며 대변인 Heastie와 Cuomo 주지사가 코호우즈 시의 중요한 시설 투자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전직 시장으로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이 분망한 고속도로를 

오가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확실한 경제발전 기회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올버니 카운티 행정장관 Dan McCo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 정부 예산을 코호우즈에 대한 



  

보행자 접근성과 공공안전 향상을 돕는 데 지원한 Cuomo 주지사, 교통부와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연결해주고 도시에 다년간의 경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호우즈 시장 Shawn Mor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코호우즈 시민들에게 이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진짜 가로수길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새로운 관문을 만들고 지역 연결, 보행자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신속하게 대응한 

Cuomo 주지사와 주 정부에 있는 저의 협력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호우즈에 있어 중요한 

날입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 뉴욕주 교통부 Region 1(주도 지역 포함)에서 트윗하려면,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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