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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000만 달러 규모 지원금의 일환으로 스키넥터디의 변혁적인 13개 

프로젝트 발표  

  

다운타운 및 워터프론트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13개 프로젝트 지원,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지역 예술 분야 강화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목표를 이어가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주요 촉매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키넥터디의 13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성장하는 다운타운 및 워터프론트 개발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기존 

건물을 변화시켜 복합 사용 공간을 만들고, 지역 예술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를 통한 스키넥터디의 1천만 

달러의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이 투자는 업스테이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도 지역 

전체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경제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갖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스키넥터디와 같은 지역사회가 경제 활동의 허브를 연결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휴면 상태인 건물을 활성화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집단적 비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우리는 

워터프론트를 성장하고 있는 다운타운과 더 연결함으로써 스키넥터디의 역사적인 

매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촉진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 - 주도 지역  

  

스키넥터디는 2019년 11월에 4차 라운드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키넥터디는 밀 

디스트릭트(Mill District), 모호크 하버 및 다운타운에 대한 최근의 모멘텀과 투자를 

활용하여 방문자, 주민 및 기업을 위한 보다 응집력 있고 활기찬 목적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도시의 성장하는 다운타운 및 워터프론트 개발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웨이파인딩 및 표지판과 통합된 보행자, 차량 및 자전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chenectady-10-million-capital-region-winner-fourth-round-downtow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chenectady-10-million-capital-region-winner-fourth-round-downtown


 

 

연결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새로운 복합 사용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하여 

이러한 성장 지역 간의 주요 연결구인 이리 불라바드(Erie Boulevard)를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일자리 및 활동을 유치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및 클린턴 스트리트(Clinton Streets) 인근의 활용도가 낮은 블록 전환 - 

2,750,000달러: 활용도가 낮은 3개의 도시 블록을 90개 이상의 아파트, 

5,000제곱피트 규모의 소매 공간, 50,000제곱피트의 의료 사무실 공간, 

그리고 기존 건물의 적응형 재사용과 신축 건설을 통한 주차 기능을 갖춘 

복합 사용 개발로 혁신적으로 재개발합니다.  

  

• 적응형 재사용을 위한 역사적인 구조물 개조, 알케미 어반 

플레이그라운드(Alchemy Urban Playground) - 300,000달러: 이리 

불라바드의 건물 2개를 개조하여 현지 예술가들을 위한 4개의 아트 

스튜디오, 소매 갤러리, 행사 공간, 2개의 메이커/트레이닝 공간을 

만듭니다. 소수자와 청소년을위한 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 주요 회랑을 따라 외관 및 구조물 개선 - 600,000달러: 외관 개선 기금은 

로어 스테이트 스트리트(Lower State Street), 라파예트 스트리트(Lafayette 

Street),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 등 3개의 회랑에 있는 기존 건물을 

강화할 것입니다.  

  

• SEAT 인력 교육 센터(SEAT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전체 건물 

개선 - 428,000달러: 청년을 위한 SEAT 인력 훈련 센터를 수용할 광범위한 

건물 개조를 완료하기 위해 외관 및 현장 개선을 완료합니다.  

  

• 이전 콘 빌딩(Cohn Building)을 개조하여 새로운 소매 및 사무실 공간 

창출 - 425,000달러: 빈 건물을 1층 소매 및 2층 사무실이 있는 복합 사용 

공간으로 개조하고 근처에 28개의 새 주차 공간을 만듭니다.  

  

• 노스 제이 스트리트(North Jay Street) 확장 및 맥손 로드(Maxon Road) 

개선 - 2,000,000달러: 노스 제이 스트리트를 노트 스트리트(Nott Street)와 

맥슨 로드의 교차점까지 확장하여 다운타운과 모호크 하버 사이에 새로운 

연결점을 생성합니다.  

  

• 클린턴 스트리트(Clinton St)와 노스 브로드웨이(North Broadway)를 따라 

새로운 조명 설치 - 875,000달러: 기존 가로등을 '스마트 시티'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와 프랭클린 스트리트(Franklin Street) 사이의 

클린턴 스트리트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유니언 스트리트(Union Street) 

사이의 노스 브로드웨이.  

  



 

 

• 알코 헤리티지 트레일(Alco Heritage Trail)을 연장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게이트웨이를 건설 - 760,000달러: 리버 

스트리트의 기존 종점에서 프론트 스트리트 파크(Front Street Park)까지 

알코 헤리티지 트레일을 연장합니다. 모호크 하버에 정보 키오스크와 작은 

광장 구역을 설치하여 웨이파인딩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주 

엠파이어 트레일로의 게이트웨이로 변화시킵니다.  

  

• 시청 광장과 제이 스트리트(Jay Street) 교통 순환 개선 - 425,000달러: 

시청 주변의 공공 광장 개선 및 시청과 유니온 스트리트 사이의 양방향 

트래픽으로 제이 스트리트를 변환합니다.  

  

• 알코 터널 트레일(Alco Tunnel Trail)을 재개장 및 업그레이드 - 

350,000달러: 조명 및 연결 경로로 기존 터널을 개선하여 이리 불라바드와 

제이 스트리트/모호크 허드슨 바이크웨이(Mohawk Hudson Bikeway) 

사이의 보행자와 자전거 연결을 허용합니다.  

  

• 다운타운 곳곳에 공공 미술 설치 - 287,000달러: 벽화,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 조각 좌석 및 역사적인 동상을 만들고 설치하는 다각적 인 공공 예술 

이니셔티브를 진행합니다.  

  

• 제이 스트리트 보행자 산책로 업그레이드 - 250,000달러: 공공 공간, 조명 

및 배수 개선으로 인기 있는 산책로를 따라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 표지판 및 웨이파인딩 개선 - 250,000달러: 역사 및 문화적 목적지를 

강조하는 연구 영역을 통해 주민과 방문자를 안내하는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스키넥터디는 지원금 1,0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계획 기금을 조성하여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을 개발했습니다. 지자체 

대표, 지역사회 리더,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 기획위원회가 민간 부문 전문가 

및 주 정부 기획 담당자 팀의 지원을 받아 이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스키넥터디를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은 지역의 자산과 기회를 검토하고, 다운타운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에 부합하며 실행을 전제로 한 경제 개발, 교통, 주택,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을 파악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투자는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후에 지역사회를 재활시킬 힘이 있습니다. 

공동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선택된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는 스키넥터디가 개발 중인 

워터프론트에 밀접하게 연결된 활기찬 다운타운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의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3개의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는 개선된 도시 경관 및 시내와 워터프론트 사이의 강력한 물리적 연결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우리는 더 강력한 도시 중심지에 투자하여 스키넥터디와 같은 도시가 번성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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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스키넥터디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음식과 문화의 

허브이며, 모호크 항구 및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이리 불라바드 회랑에 대한 최근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고 모호크 리버(Mohawk 

River) 워터프론트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과 같은 자산을 활용하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회장 

겸 키뱅크(KeyBank) 마켓 회장 Ruth Mahoney와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회장인 Havidán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는 도시에 새로운 주민과 

일자리를 끌어들였던 전략적 투자 덕분에 부흥기를 경험해 왔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그 진전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방문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연결된 도시 중심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의 Gary McCarth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행정부는 

메트로플렉스(Metroplex)가 이끄는 경제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 공간과 버려진 공간을 

활기차고 일자리로 성공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수여금을 통해 우리는 더 낫게 

재건하며 번성하는 다운타운과 활력을 되살리는 워터프론트의 모멘텀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리며, 기획 및 봉사 과정에 참여한 

지역 기획 위원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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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곳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들을 지명합니다. 각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에 

https://www.ny.gov/programs/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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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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