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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걷기 좋은 OLEAN (WALKABLE OLEAN) 프로젝트 완료 발표 

 

Olean 다운타운은 더 안전하고 보행자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곳으로 변모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주요 프로젝트가 Cattaraugus 카운티의 다운타운 

활성화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걷기 좋은 Olean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개선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경관을 개선하고,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린 인프라 시설을 통합하였습니다. Olean의 중심에 걷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듦으로써,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시 비즈니스 중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걷기 좋은 Olean프로젝트는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에 의해 중점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Olean 지역 및 전 지역 내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하고, 새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은 커뮤니티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활기차며 번영하는 뉴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Olean 인프라 시설의 장기 침체를 

해결하고,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많은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이 거리에 새 환경을 조성하여 이 지역의 비즈니스를 

순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인도, 건축물 외관 및 차양과 같은 거리 경관 

재개발 및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의 Olean 비즈니스는 

개선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리 경관 재개발뿐만 아니라, 배수도 및 하수도, 가로등 

및 도로 횡단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폭우 가로수, 투수성 포장, 바이오리텐션 등과 같은 그린 

인프라 시설을 통합하기 위해 뉴욕주 환경시설공단의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으로부터 

865,000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완화 및 간소화하여, 배기가스 

방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를 통해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로부터 100만 달러 

보조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Olean 시장 William Ai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비즈니스 

지구를 개선함으로써, 로터리와 보행 안전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및 하수도, 

가로등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진 보기 흉한 전선들도 지하에 

매장되었으며, 도로 횡단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공동의장이자 SolEpoxy 대표인 Jeff Bel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NYREDC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이 지역 전체의 주요 거리와 다운타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EFC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및 연방 정부 파트너와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데 솔선수범했습니다. 우리는 

Olean을 믿습니다. Olean은 걸을 수 있는 '행선지 다운타운'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자산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 경제 개발부 공동의장이자 버펄로 대학 학장인 Satish K. Tripat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제 개발 전략으로 현명한 성장 원칙을 장려하며 

엄청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개선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는 Olean의 경제 개발 과정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WNYREDC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걸을 수 있는 Olean 프로젝트는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지구를 더 걷기 좋고, 주민 친화적이며 비즈니스 친화적인 행선지로 만들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CEO이자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상점가는 뉴욕주 타운 센터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노스 유니언 재개발 프로젝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주민과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며 Olean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다운타운 투자 및 복합 용도 개발을 장려하는 WNYREDC의 

현명한 성장 전략 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단 대표 및 CEO Sabrina M.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통합 기금 지원 프로세스와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 프로그램은 EFC에게 

환경친화적 인프라 프로젝트의 장점을 시연할 수 있도록 Olean 시와 같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걷기 

좋고 교통이 원활하며 폭우 관리 및 국지적 홍수를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의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 커뮤니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는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완성된” 거리로 변모하였으며, Olean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프로젝트는 우리 시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및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개방된 보행자 친화적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됨으로써, Olean 시는 환경 보존, 

건물 재사용, 최신 다용도 주택 정책을 장려하는 놀라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시는 

또한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배수도 및 하수도와 같은 중요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Olean 시가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는 데 

뉴욕주의 투자가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Joseph Giglio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좋은 Olean 노스 유니언 스트리트 

프로젝트의 완료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도심지를 

건설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 도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Olean 다운타운을 개선하고 앞으로 몇 년간 이 도시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소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Cuomo 주지사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REDC 과정의 5차 활동이 완료된 후 40억 달러 이상이 

4,1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뉴욕주 전역에서 20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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