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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000만 달러 보조금의 일환으로 풀턴과 세네카 폴스의 혁신 프로젝트 

발표  

  

두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목표를 이어가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주요 촉매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통한 워터프론트 편의 시설 개선, 새로운 주거 및 상가 공간 창출,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일환으로 풀턴(Fulton)과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의 혁신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풀턴의 16개 프로젝트와 

세네카 폴스의 13개 프로젝트는 워터프론트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 및 소매 공간을 개발하며 소규모 비즈니스 및 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해당 투자는 업스테이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센트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지사가 진행 중인 조치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을 재구상하고 파괴적인 판데믹 

이전보다 더 나은, 강한 경제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과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턴과 세네카 폴스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시내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을 것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더 나은 곳을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다운타운은 특히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미래로 진입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상태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그리고 주 전역의 

스마트한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풀턴과 세네카 폴스에서 

발표된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궤도를 변화시켜 일하며, 놀고, 가족과 삶을 꾸릴 

수 있는 훌륭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풀턴 - 센트럴 뉴욕 지역  

  

풀턴은 2019년 8월 4라운드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풀턴의 수상은 도시의 유서 깊은 

시내 워터프론트와 풀턴의 건강, 서비스 및 제조 산업과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경제적 

동인을 활용하여 도시의 자연 및 문화 명소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ulton-10-million-central-new-york-winner-fourth-round-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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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론트 지역의 편의 시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업 및 산업 자산을 

재활성화하고, 공공 산책로 및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시내 생활, 상점,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및 취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위고 헬스(Oswego Health)의 필수 서비스 확대 - 2,000,000 달러: 오시위고 

헬스의 풀턴 캠퍼스 확장을 통해 풀톤 시내에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네슬레(Nestle) 부지의 빈 건물 활성화 - 1,500,000 달러: 구 네슬레 부지에 

있는 버려진 건물을 개조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다용도로 개발합니다. 제안된 

용도는 55~65 주거 세대, 사무실 공간, 레스토랑, 네슬레 박물관입니다.  

  

구 네슬레 사이트에 새로운 제조 스타트업 시설 개발 - 860,000 달러: 구 네슬레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여 첨단 스타트업 제조 사업을 유치하고 확장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자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기금 

창출 - 750,000 달러: 지역 사업체의 건물 업그레이드, 영구 장비 구매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합니다.  

  

주요 제조 시설의 건물 및 기계 인프라 개선 - 420,000 달러: Huhtamaki 제조 

캠퍼스의 시설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유지, 거리 경관 강화, 보행자 

안전성 향상.  

  

풀턴 시내 중심부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건물 지붕 높이 조정 - 352,000 

달러: 건물 남쪽에 있는 지붕을 기존 메자닌(Mezzanine) 지붕 높이에 맞추고, 

확장된 활동을 위해 새로운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현장 하수도 수리 작업을 

완료하여 CNY 커뮤니티 아트 센터를 개선합니다.  

  

다수 구역의 개선을 통해 다운타운 분위기 조성 - 185,000 달러: 풀턴 도심의 6개 

상업 장소에 개조 및 확장 작업을 수행합니다. 커낼뷰 몰(Canalview Mall), 카유가 

세인트 카페(Cayuga St Café), 디지 블록 브루잉(Dizzy Block Brewing), 엠파이어 

드론 컴퍼니(Empire Drone Company), 풀턴 패밀리 메디슨 리노베이션(Fulton 

Family Medicine Renovations), 태번온더락 익스팬션(Tavern on the Lock 

Expansion).  
  

버려진 역사적인 건물을 숙소 및 카페로 복원 및 개조 - 140,000 달러: 181 S. 1st 

Street에 위치한 유서 깊은 빈 건물을 카페와 커피 라운지가 있는 4~6 객실을 갖춘 

숙소인 킹스 로드 인(Kings Road Inn)으로 개조.  

  

풀턴 시내에서 패스트 캐주얼 푸드 식당 개점 - 137,000 달러: 빈 건물의 내외부 

보수 공사를 통해 세계의 여러 음식 메뉴를 갖춘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이 부지에는 야외 파티오와 드라이브스루 픽업 창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481 게이트웨이 회랑의 상업용 건물 재개발 - 112,000 달러: 신규 및 기존 

세입자의 게이트웨이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립 몰의 재활성화. 이발소, 

미용용품점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풀턴 워터프론트의 미관과 기능성 개선 - 1,713,000 

달러: 워터프론트 지역과 커낼 랜딩 마리나(Canal Landing Marina)를 현대화하고 

개선하여 보트 애호가, 방문객, 거주자를 위한 프리미엄 관광지와 즐길 거리를 

만들고 시내 중심부와의 긴밀한 연결을 구축합니다.  

  

DRI 경계 내에 다용도 워킹 트레일 건설 - 820,000 달러: 오스위고 강 동쪽에 있는 

패스파인더 커낼 토우패스 트레일(Pathfinder Canal Towpath Trail)을 완공하고, 

브로드웨이(Broadway)와 오네이다 스트리트 브릿지(Oneida Street Bridges)에 

장식 업라이트를 설치하고, 오네이다 브릿지(Oneida Bridge)에 새로운 펜스를 

추가.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 - 311,000 달러: 역사적인 풀턴 공공 

도서관(Fulton Public Library)을 개선하여 새로운 야외 공공 공간을 만들고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 작업에는 두 개의 비상계단의 재건, 두 개의 굴뚝 재건 및 트레일 

시스템에 연결된 두 개의 야외 회의 공간 건설이 포함.  

  

풀턴 시의 인터넷 서비스 업그레이드 - 200,000 달러: 광섬유 및 Wi-Fi 인프라 

설치를 통해 현지 기업 및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시내, 역사적 마크 및 신호 프로그램 시행 - 100,000 

달러: 유서 깊은 구역, 패스파인더(Pathfinder), 토우패스(Towpath)와 

커낼뷰(Canalview) 트레일, CNY 아트 센터 등 풀턴 시내 명소를 홍보.  

  

남쪽 1번가의 빈 공간에 다용도 개발 건설의 허가를 위한 도시의 구역 설정 코드 

업데이트 - 100,000 달러: DRI 지역, 특히 사우스 퍼스트 스트리트(South 1st 

Street) 구역을 위한 도시의 구역 설정 코드 및 설계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다운타운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는 새로운 개발을 지원하고 유치.  

  

세네카 폴스 - 핑거 레이크스 지역  

  

세네카 폴스는 2019년 10월 4차 라운드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네카 폴스 시내는 

폴 스트리트(Fall Street)와 사케트 지구(Sackett District)를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로, 거주자, 사업장, 박물관, 방문객을 만족시킵니다. 동기가 충만하고 교육받은 

인력과 활발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갖추고 핑거 레이크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마을은 역사적인 활성화의 첨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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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개선, 워터프론트 편의시설 개선, 소규모 사업장, 관광지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추가 투자를 장려하고 주변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높이며 

시내 경제 발전 계획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여성 명예의 전당(National Women's Hall of Fame)을 문화 관광지로 개발 - 

1,000,000 달러: 상징적인 굴뚝의 개조, 새로운 상설 전시물 설치, 박물관 추가 

공간의 2~4층으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한 코드 인증 엘리베이터 및 외부 계단 

건설을 통해 역사, 문화적 명소를 개선.  

  

It's A Wonderful Life Museum 박물관 개조 - 912,000 달러: 건물의 구조적 

안정화, 역사적인 외관 반영을 위한 개조, 개선된 접근성 및 향상된 간판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확장. 예정된 다단계 개선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확장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테이션(State Street Station) 활성화 - 605,000 달러: 유서 

깊은 옛 기차역을 풀 서비스 이탈리안 레스토랑 및 연회장으로 개조.  

  

건물 개선 자금 마련 - 600,000 달러: 도심 건물 소유주에게 내외부 건물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건물 개선 기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굴드 호텔(Gould Hotel)의 재활성화 - 405,000 달러: 로비 업그레이드, 카페와 

칵테일 라운지의 두 가지 용도로 레스토랑을 전환, 바의 위치 이전 등 호텔 1층의 

리노베이션.  

  

역사적인 헌팅턴 건물(Huntington Building) 개조 - 400,000 달러: 유서 깊은 

헌팅턴 빌딩(Huntington Building)를 50세대의 저렴한 주거 단지로 용도 변경. 

유닛의 절반은 재향 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요리 스튜디오와 아파트로 변경 착공 - 400,000 달러: 1층 요리 실습 스튜디오를 

위해 두 개의 시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빈 상층을 저렴한 주택 유닛으로 

전환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보건소(Finger Lakes Health Institute)에 거주용 유닛 건설 - 

400,000 달러: 전 세인트 패트릭 스쿨(St. Patrick's School)의 빈 2층 교실을 

다용도 시설의 저렴한 10세대 거주 유닛으로 전환합니다.  

  

다니엘스 블록(Daniels Block) 개조 - 253,200 달러: 다니엘스 블록의 빈 3층 

공간을 새로운 3스톱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다섯 개의 새로운 접근 주거 

로프트 유닛으로 개조.  

  



 

 

노스 커낼사이드(North Canalside) 개선 - 3,690,000 달러: 운하가 내려다보이는 

새로운 통로와 데크 건설, 유틸리티 라인을 매립하고 시내에서 운하로 더 나은 

접근을 제공하는 등의 피플스 파크(People's Park) 개선 공사.  

  

세네카 폴스의 헤리티지 및 인포메이션 센터(Heritage & Information Center) 

개선 - 533,082 달러: 외관 개선, 상설 실내 전시 업데이트, 새 엘리베이터 설치, 

보트 공간 보수 등 헤리티지 및 인포메이션 센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개선 - 324,000 달러: 세네카 폴스 스케이트 파크(Seneca 

Falls Skate Park)에 '스트리트 리그' 장애물 설치 및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Community Recreation Center)에 ADA를 준수하는 카약 구비 및 개방  

  

루도비코(Ludovico) 조각 트레일 개선 - 177,718 달러: 새로운 게이트웨이 입구 

광장 공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트레일 표면을 업그레이드, 안내 조각 

플라크 설치.  

  

두 지역사회는 지원금 1,000만 달러 중 3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운타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지자체 대표, 지역사회 리더,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가 민간 부문 

전문가 및 주 정부 기획 담당자 팀의 지원을 받아 이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전략적 투자 

계획은 지역의 자산과 기회를 검토하고, 다운타운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에 

부합하며 실행을 전제로 한 경제 개발, 교통, 주택,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Cuomo 주지사가 풀턴과 세네카 폴스, 센트럴 뉴욕에서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을 통한 

투자는 현지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이후 재건을 위한 준비를 더 잘해나가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협업 계획 절차를 통해 선정된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풀턴과 세네카 폴스가 번화한 사업장과 새로운 주거 

기회, 지역사회가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춘 활기찬 다운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젝트들은 도시들이 개방될 때 촉진제가 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실현될 날을 기대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자치구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타겟화된 투자를 통해 주 전역의 다운타운을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풀턴과 세네카 폴스의 29개 지원 프로젝트는 새로운 주택 환경과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향후 수년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스마트 경제 

성장을 장려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턴과 세네카 폴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사회 주도의 구체적인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투자는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제 

엔진을 점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혁신 프로젝트는 주 전역 

지역사회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향후 세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뉴욕을 재구상하고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이자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Bob Duffy와 제네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Geneseo) 총장 Denise Batt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아름다운 도심 지역에 일자리와 민간 투자를 유치할 독특한 지역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세네카 폴스에서 진행 중인 경제 르네상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비즈니스 지구를 한층 더 개발하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발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위원장이자 센트럴 뉴욕 제조자 연합(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 Randy Wolken 및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오스위고 캠퍼스의 Deborah Stanley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다운타운 지역을 변화시킬 

일자리와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풀턴의 미래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는 의심의 여지없이 지역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에 기반하여 센트럴 뉴욕이 계속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은 대부분 공동체의 심장이며, 

이 마을에 투자할 때 그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풍부한 역사와 워터프론트를 포함한 풀턴시의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합니다. 도시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방문하기에 더 매력적인 곳을 만듦에 

있어 이러한 변화로 인한 영향력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William Barclay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풀턴과 세네카 폴스의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워터프론트와 주변 부지를 

멋지게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완료를 크게 고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주자,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직접 보길 기대합니다."  

  

Jeff Gallah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s)와 

다운타운은 뉴욕의 보물이며, 이들의 성공은 뉴욕의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세네카 폴스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13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이 지역을 

거주하고, 일하고, 방문하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세네카 폴스의 역사적인 



 

 

과거와 함께 세네카 폭포를 대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덕분에 세네카 폭포가 가지게 될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턴시 시장인 Daana Michael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턴시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도심을 변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부터의 

회복에 있어 풀턴이 더욱 강해지도록 도움을 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세네카 폴스 감독자 Michael Ferr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폴스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선택된 프로젝트들은 전체 지역사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세네카 폴스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에 투자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거주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완료를 기대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소개  

  

Andrew Cuomo 주지사는 2016년 새로운 주요 이니셔티브인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계획을 통해 뉴욕주의 모든 10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활동 

및 촉매의 중심이 될 다운타운과 이웃지역의 활성화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운타운 활성화를 가속 및 확장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략적 계획과 즉각적인 구현을 

연계하는 전례없는 혁신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입니다.  

  

초기 4년 동안 주정부는 4억 달러를 다운타운에 투자해 활력이 넘치고 재개발, 사업, 

일자리 만들기, 경제와 주택 다양성의 확대, 기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운타운의 변화 잠재력을 기반으로 10곳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들을 지명합니다. 각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촉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이 계획은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지휘하는 주정부 기관의 

팀과 민간 부문 전문가를 비롯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지원을 받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ny.gov/programs/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89c582e-2707616f-789ea11b-000babda0106-ad9498e6208e6268&q=1&e=ff9d02df-3d38-4cf4-925e-b13ec0af23e3&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77979F97B71CCEB852586D50053CE7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