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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BERT MOSES PARKWAY 재시공재시공재시공재시공 진행진행진행진행 소식을소식을소식을소식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Buffalo Billion 투자가투자가투자가투자가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을접근을접근을접근을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Riverway 건설건설건설건설 

사업에사업에사업에사업에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이이이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계획은계획은계획은계획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bert Moses Parkway 남쪽 “Riverway”의 착공식이 이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강변과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1,88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주립공원 내 1마일에 걸친 길을 따라 이어진 모든 고속도로 

특성은 이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전승된 Frederick Law Olmsted의 본래 설계의 특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공원 도로로 바뀔 것입니다. 

 

“Niagara Falls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관광객들은 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Robert Moses Parkway에 대한 투자로 공원이 개선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늘어나고 다운타운 내 호텔 및 유흥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이 지역에서의 관광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Robert J. Duffy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Robert Moses Parkway는 Niagara Falls로 관광객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로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개발 및 일자리 증대 활동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 사업은 Niagara Falls와 Buffalo Billion 

프로젝트에 또 다른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속도로 지면이 높은 관계로 다운타운 주변 지역과 Niagara 강 상부 지역에 대한 

경관과 접근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도로 작업은 2015년 가을에 완공되고 모든 공원 

조경 작업은 2016년 봄에 완공될 예정인 이 사업은 Niagara 장 주변의 다양한 천혜의 풍광과 문화적 

자원에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성을 완전하게 복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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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일환인 John B. Daly Boulevard에 자리한 고도가 높은 인터체인지는 그곳에 있는 흙 

둔덕과 함께 주립공원 입구에서 철거되고 현대식의 로터리 방식의 시그니처 출입문으로 

교체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완전한 길(path) 시스템과 자연보존 구역, 그리고 과거 Port Day 

Pond 시절을 떠올려주는 새로운 수변 환경, Parkway 진입로 확보를 위해 1960년에 매립되었던 당시 

인기 지역 낚시터 및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변경 사업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4차선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건너야 

수변 구역에 닿을 수 있었던 Niagara 강과 American Rapids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지 고유의 식생으로 식수하는 작업과 함께 하이킹, 바이킹, 낚시,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트레일 네트워크가 들어서고 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모두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시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부분적으로는 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이 일 마일에 이르는 길을 따라 4,000만여 

달러의 민간 투자가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Buffalo Billion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건설 단계를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은 MMA(Multi-Modal Access)와 난공사 비용 1,580만 달러와 공사감독료 150만 

달러에 충당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부 기금 680만 달러에 추가됩니다. 교통부 

할당금에는 주에서 동과된 연방 고속도로 지원금 약 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SD(Empire 

State Development)는 전에 주립공원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설계와 공사문건의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Robert Moses Parkway의 남쪽 구역은 일부가 1960년대 초 Niagara 전력 프로젝트 개발의 일환으로 

신설된 뉴욕 전력청이 관리하는 토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 역사 보전국 소유이며, 뉴욕 교통부의 합의 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6년, Empire State 

Development의 Niagara Falls 자회사인 USA Niagara 개발회사가 뉴욕시 수변 접근성을 위해 

Parkway의 두 개 주요 구역의 재시공을 위한 자금을 공동으로 요청하는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립공원, 교통부, Niagara Falls 시 및 뉴욕 전력청과 함께 하였습니다. Riverway가 

시공에 들어간 것은 이러한 노력의 첫번 째 삽을 뜬 것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각 관련 기관들은 

최근 Niagara Gorge 주변의 일반인 접근성을 위해 Parkway 북부 구역의 일부를 재시공하기 위한 

사전 엔지니어링 및 환경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뉴욕 전력청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공 계약은 뉴욕 Niagara Falls에 있는 Mark Cerrone, Inc.에게 돌아갔습니다. MCI는 

Niagara Falls의 Old Falls Street 재시공 및 Buffalo 내 Canalside 구역의 일부인 조약돌 거리 네트워크 

시공, Buffalo 내 Main Street로 차를 우회하는 작업과 같은 다수의 주요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 역사 보전국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rederick 

Law Olmsted의 비전에 걸맞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의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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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Robert Moses Parkway 

남쪽에서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 들어설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뉴욕 주립공원에 대한 끊임 없는 성원 덕분에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Joan McDonald 

커미셔너가 이끄는 교통부, Ken Adams ESD 사장, CEO 겸 커미셔너와 그의 팀, Gil Quiniones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와 그의 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우리의 멋진 파트너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강은 뛰어난 풍광과 

다양한 생태계를 갖춘 뉴욕주가 보유한 천혜이 자연 경관 중 한 곳입니다. Parkway의 재설계로 

인해 Niagara Falls 주민들과 다른 분들은 이 강의 인근에서 여가활동을 맘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Western New York의 이곳에 자리한 많은 관광지에 추가될 뉴욕주와 뉴욕시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bert Moses Parkway가 맨처음 시공되었을 때 이 

도시가 가진 단언컨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세계 최고의 수변에 대한 접근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이를 다시 복원할 때입니다. 이는 뭔가를 부셔 없는 것 이상의 

의미, 즉 뭔가 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Robert Moses가 새로운 Olmstedian Riverway로 

탈바꿈하면 뉴욕주민들은 수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며, 이와 함께 더 멋진 기회도 

생겨나게 됩니다.” 

 

John Ceretto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하던 Niagara 강 상류의 풍광과 접근성이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업 발전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전략기획은 우리의 웅장한 Niagara Falls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십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천혜의 자원이 주는 뛰어난 풍광을 

활용하려 함에 따라 Niagara Falls로 가는 이 새로운 관문은 주변 지대에 숙박과 소매점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Niagara Falls 시장 Paul Dys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이 세계 최고의 수변지 중의 

하나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 관광객, 소상공인들은 Robert Moses 

Parkway로 인해 이곳과 차단되어 왔습니다. 이제 Andrew Cuomo 주지사의 앞날을 내다본 리더십과 

Western New York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수십 년을 이어온 기획 실수가 

마침내 시정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를 시의 상징인 Niagara 강 수변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은 

경제에 이바지하는 주요 사업이 될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 및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의 Christopher J. Schoepfli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iverway 사업으로 뉴욕시가 마침내 수변구역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시와 공원 

모두에게 이로운 일로써 Niagara Falls 다운타운의 관관업과 경제 발전의 미래에 촉매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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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법한 프로젝트로 Cuomo 주지사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University at Buffalo 총장 겸 Western New York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인 Satish K. Tripat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강 상부와 Niagara Falls 다운타운 간의 시각적 물리적 접근성 확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요소입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은 꾸준히 자체 수변 지역이 

제공하는 아름다움과 경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수변 

지역을 갖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의 하나인 Riverway와 웅장한 

폭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변 환경을 즐기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그려봅니다.” 

 

Larkin Development Group의 매니징 파트너 겸 Western New York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iverway 프로젝트 기공식은 이 지역의 발전과 관광업을 

이끌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 주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주변 지역을 재투자 대상 적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Niagara Falls에 대한 Olmsted의 원래 계획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줄 

것입니다.” 

 

Buffalo Billion 소개소개소개소개 

대대적인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수 천개의 지속 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로 Buffalo 

지역 경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으로 뉴욕주는 Buffalo 지역이 

즉각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켜 “현 세대”를 다시 일터로 보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우수 경제개발계획수상자인 

WNYREDC(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현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미국과 세계의 신규 기업들을 Buffalo에 어떻게 유치할지 그 

방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Buffalo Bill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buffalobillion.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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