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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애미티빌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발표  

  

11개 다운타운 활성화 프로젝트, 빌리지의 보행성과 연결성을 높이고 활기차고 다양성을 

갖춘 다운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및 주거 기회 확대   

  

프로젝트 렌더링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상의 

일환으로 애미티빌 빌리지의 11개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상 기금으로 

연결성, 보행성, 환승 접근성, 미화 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주거 기회를 확대해 다운타운 

환승 중심의 중심지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미티빌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활기차고 안전한 

다운타운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수변 연결과 교통 옵션 활성화, 상업 및 주거 

거리 강화 등을 통해 애미티빌이 앞으로 수년간 롱아일랜드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애미티빌 빌리지는 몇몇 주요 롱아일랜드 교통 요충지가 혼합된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DRI) 지역은 뉴욕시와 인접한 데다 주요 

교통로와 지역 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이 맞물려 신규 사업과 주민들을 다운타운으로 

유치할 때 핵심 자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미티빌 빌리지는 롱아일랜드의 프리미엄 

목적지 중 하나인 롱아일랜드 철도역 중앙에서 작고, 도보로 걷기 쉬운 

다운타운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변 문화 및 역사적인 매력으로 정의됩니다. 

애미티빌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복합용도 및 주거용 대중 교통 중심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 모멘텀을 구축했습니다.   

  

DRI 투자는 롱아일랜드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주지사가 계속 추진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DRI는 국무부가 주도하여 각 참여 

커뮤니티가 다운타운 활성화를 위한 고유한 비전을 가진 특정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2%2FDRI_Amityville_Project_Renderings.pd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c408921fa5a9493f493f08dae2ab004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521453922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9FQuhH8ljiSF7LKBI0LpRwKVhqEzqw5k4qrx8EstQ%2BA%3D&reserved=0


DR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연결성, 보행성, 교통 접근성 및 미관 

강화, 다운타운의 교통 활성화와 활동의 중심지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주거기회 확대 등 지역사회의 전략적인 투자 계획에 담긴 몇 가지 목표와 전략을 

지원합니다. DRI를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97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는 활성화 

프로세스가 진행 및 추진됨에 따라 추가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결성, 보행성, 교통 접근성 및 미관 개선  

  

브로드웨이에서 완전한 거리 구현 - DRI 어워드: 5,029,000달러  

Sterling Place에서 Ireland Place까지의 브로드웨이 도로 및 보행자 구역 개선은 

다운타운의 연결성, 보행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교통 안정 조치에는 Avon 

Place에서 웨스트 스미스 스트리트까지의 보행자 개선이 포함될 것입니다.  

  

LIRR 역 활성화 및 다운타운 연결 - DRI 어워드: 1,314,000달러  

LIRR 역 출입구와 연결성이 업그레이드되어 승객들이 더욱 환영받는 도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과 다운타운 상점, 새로운 주거지 사이의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자 연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리지 길 찾기 조정 - DRI 어워드: 81,000달러  

빌리지는 다운타운의 외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특색 있는 빌리지 

길찾기 표지판을 개발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주거 기회를 확대하여 교통 중심의 활력과 활동 중심지로서 다운타운의 성장 

촉진  

  

그린 애비뉴 21번지에 복합 건물을 개발- DRI 어워드: 1,307,000달러  

이전 빌리지 홀은 재개발되어 복합 용도의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어 전체 건물의 규모를 

늘리고 기존 사무실과 상업 공간에 약 8개의 주거 단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또한 애미티빌의 역사를 기리는 새로운 벽화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상가 활성화 기금(Commercial Storefront Revitalization Fund) 시행 - DRI 어워드: 

600,000달러  

상가 활성화 기금은 DRI 지역 내의 건물 외부를 개조하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는 빌리지의 특성에 따라 진행되며, 파사드, 입구, 차양막, 조명 및 간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137-157번지에 있는 Professional Office 빌딩 복구 - DRI 어워드: 

425,000달러  

다운타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2,000평방 피트의 상업 의료 건물은 세입자를 더 잘 

끌어들이고 전반적인 빌리지 특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조될 것입니다. 개보수 작업은 



역사적인 디자인의 특징을 존중하고 빌리지의 전반적인 미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Hook & Ladder No.1 빌딩으로 로시의 모퉁이 복원 - DRI 어워드: 277,000달러  

애미티빌의 가장 오래된 건물 중 3개가 Park Avenue와 Ireland Place의 모퉁이에 상호 

연결된 복합 소매 및 식당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조될 것입니다. 개보수 작업에는 본관, 

소방서 및 오두막의 내부 및 외부는 물론 소매점, 식당 및/또는 박물관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방 공간이 포함됩니다.  

  

140a 브로드웨이를 복합 식당 및 사무실 건물로 개조 - DRI 어워드: 235,000달러  

브로드웨이 140a에 있는 이 건물은 지속 가능한 건물 관행을 사용하여 개조 및 확장되어 

야외 좌석을 위한 파티오와 2층에 법률 사무소가 있는 1층 특별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217번지에 새로운 식당가 조성 - DRI 어워드: 150,000달러  

브로드웨이 217번지에 비어 있던 피자 가게는 다운타운의 식음료 옵션에 다양성을 

더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새로운 식당을 설립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개조될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187번지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설립 - DRI 어워드: 142,000달러  

브로드웨이의 빈 상업 공간이 개조되어 지역 공연, 연극 및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 

스튜디오로 용도가 변경될 것입니다. 복합 댄스 스튜디오/극장과 시각 예술 워크샵을 

포함할 새로운 공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시간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136번지에 야외 맥주 정원 설치 - DRI 어워드: 140,000달러  

기존 Irish Pub & Restaurant 서쪽 부지에 맥주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야외석 공간이 

개발됩니다. 이 개보수 작업은 식사/음주 공간과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라이브 

음악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좌석을 추가할 것입니다.  

  

Robert J. Rodriguez 뉴욕 국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미티빌은 

롱아일랜드의 경치 좋은 빌리지로 주요 교통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 전역의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애미티빌은 뉴욕주의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행자 통로와 중요한 LIRR 역을 개선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것이며, 소매 및 식당을 위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고, 건물 외부의 개조를 

지원하기 위해 상점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애미티빌의 고유 자산을 

활용하고 증폭시킬 것입니다. 애미티빌 공동체에 축하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애미티빌 빌리지를 활기차고 교통 기반의 

중심지로 다시 활성화시킬 전략적 투자를 대변합니다. 이 DRI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다운타운 지역의 외관과 느낌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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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주정부 및 지역 정부 리더와 함께 뉴욕 다운타운 인접 지역에서 

스마트하고 대상 설정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애미티빌에서 수상한 11개 

프로젝트는 애미티빌이 살고 방문하기에 활기차고 환영받는 장소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행성 향상,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 개조, 신규 사업 지원 등 

빌리지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할 것입니다."  

  

John E. Brooks 주 상원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미티빌 다운타운 개발과 현대화를 

돕기 위해 이 자금 지원 계획을 수여해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된 

발전은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와 주택 다양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롱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애미티빌 빌리지만큼 

다운타운 활성화의 모델이 되기에 더 좋은 공동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오늘 

발표로 우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애미티빌과 같은 지역사회를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주택 기회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운타운 회랑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Dennis Siry 시장과 애미티빌 빌리지 

이사회 전체가 이 당연한 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이곳 롱아일랜드와 뉴욕 주 

전역에 있는 애미티빌과 같은 공동체의 성장과 활기를 지원해 준 Hochul 주지사와 

그녀의 팀에 감사드립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카운티행정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결성과 

보행성은 활기찬 다운타운의 성공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님 

덕분에 애미티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성장을 촉진할 진정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Dennis M. Siry 애미티빌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흥미로운 기회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이 

보조금 과정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초기에 공을 굴린 다운타운 활성화 

위원회부터 과정 내내 우리를 안내해 준 지역 위원회와 DRI 팀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애미티빌 전체가 다운타운을 위한 이 혁신적인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뉴욕주 DRI는 다운타운 지역을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재개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경제 및 주거 다양성을 이끄는 활기찬 활동 중심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정부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초석 역할을 합니다. 주무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ERDA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DRI는 전략 계획과 즉각적인 실행을 하나로 합친 전례없이 

혁신적인 "계획 후 즉각 실행"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돕는 핵심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뉴욕주의 

대담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활기차고, 컴팩트하고, 걷기 

쉽고, 다양한 다운타운을 형성합니다. DRI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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