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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ATERTOWN 소재소재소재소재 WOOLWORTH 신축신축신축신축 개장개장개장개장 발표발표발표발표 

 

1,6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시내시내시내시내 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 신축신축신축신축 주택주택주택주택 및및및및 소매소매소매소매 
공간으로공간으로공간으로공간으로 개선개선개선개선  

 

건물건물건물건물 완공도는완공도는완공도는완공도는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 클릭클릭클릭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Watertown에 위치한 복원된 F.W. Woolworth가 신축 

개장식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F.W. Woolworth 역사 중 하나였던 이 역사적인 

랜드마크는 더 이상 버려진 흉물이 아닌 저렴한 임대 주택과 1층 소매 공간으로 구성된 

50개 단위와 함께 시내의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한 때는 과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상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지역 및 민간 부문 파트너 간의 조정 노력을 통해 이 

역사적인 건물은 이제 도심 지역까지 새로운 삶과 비즈니스 활동을 가져오는 동시에 

Watertown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1,6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여 주 당국으로부터 받은 수 많은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 950만 달러: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 460만 달러: New York State Parks and Historic Preservation 역사적 세액 공제  

• 250만 달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뉴욕 지역사회 복원 이니셔티브 

보조금 

• 45,000달러: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인센티브 보조금  

 

주택에 대한 총 임대료 (임대 및 수도/전기)는 매달 543달러 ~ 769달러 선이며 지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 소득 가구에 적당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 W.T. Woolworth 빌딩은 Watertown 시내의 랜드마크이며 이 



Korean 

건물의 활성화로 이 역사적인 지역에 일자리와 사업 기회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orth Country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Addie J. Russell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 North Country의 풍부한 역사는 우리가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원된 이 Woolworth 빌딩은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Watertown 시장시장시장시장 Jeffrey E. Graham은 “Cuomo 주지사의 주정부는 일자리 창출, 주택 

보급, 훨씬 향상된 시내로 이끌어준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CEO인인인인 James S. Rubin은 “우리는 

저렴한 주택 기회를 열고, 보존 및 유지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Woolworth Watertown은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결과의 성공 

사례입니다.” 

 

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 국장 Rose Harvey는 

“Watertown의 역사에 연결된 건물의 보존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도와 준 민관 

협력관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구조물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 및 연방 보존 세액 공제를 통해 뉴욕주에서만 역사적 부지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겸겸겸 국장인국장인국장인국장인 Howard Zemsky는 “다른 주 당국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ESD는 이 역사적인 Woolworth 빌딩을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줄 Watertown 시내의 초석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현실화하도록 도움을 준 지역사회 리더들과 지방 당국 관계자들의 성과를 

기념합니다.”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John B. 

Rhodes는 “ Woolworth 빌딩의 복원은 민관 협력관계가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수 있는 

방법의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 사업은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한 주택 및 소매 공간을 제공합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사장사장사장사장 David Gallo는 “Georgica Green Ventures는 North 

Country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Woolworth 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New York State Homes & Community Renewal, TD 

Bank, Empire State Development, Jefferso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Watertown 시, 그리고 Raymond James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Watertown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앞으로 수 년 동안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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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개발 팀으로는 Georgica Green Ventures, LLC, White Birch Enterprises, LLC와, 공동 

개발사인 LeCesse Construction & Purcell Construction Corp, 총괄 하청업체인 Crawford 

& Stearns Architects 및 Preservation Planners,건축가 및 역사 담당 컨설턴트, 

Cornerstone Property 매니저, LLC, 관리당국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소유주는 

Woolworth Watertown, LLC.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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