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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RESTORE NEW YORK COMMUNITIES 이니셔티브 1차 라운드를 

통해 1억 2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수여했다고 발표  

 

다운타운 활성화와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8,170만 달러를 지원한 64개 프로젝트  

  

올버니, 엔디콧, 유티카 등 커뮤니티 세 곳,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동체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특별 프로젝트로 1,970만 달러 수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Restore New York Communities 이니셔티브를 통해 64개 

프로젝트에 1억 2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Restore New 

York은 주 전역의 도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여 병충해를 제거하고 다운타운을 다시 

활성화하며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상업 투자를 장려하며, 지역 주택 

재고를 개선하고, 부동산을 세금 명부에 다시 적용하고, 지방세 기반을 늘리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Restore New York 보조금은 우리 주 

전역의 다운타운을 재구성하고 빈 건물, 황폐화되고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활기찬 

지역사회의 핵심 요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억 20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 

덕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가족을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드슨에서 노스헴스테드까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특별사업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에 1,90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올버니 시는 Central Warehouse 프로젝트를 위해 975만 달러, 브룸 

카운티의 엔디콧 시는 기존 IBM 빌딩 리모델링을 위해 600만 달러, 오네이다 카운티 

유티카 시는 Mayro 빌딩 리모델링을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특별 

프로젝트는 눈에 잘 띄고 훼손된 재산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잠재력에 우울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store NY는 도시 중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장 필요로하는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 개발 도구 키트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황폐화된 건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보다 활기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975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버니 시 - (특별 프로젝트 지정) Central Warehouse를 위한 975만 달러: 

Central Warehouse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눈에 잘 띄며, 올버니 다운타운에 

있는 495,000평방 피트의 창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층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서는 복합 용도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 스키넥터디 시 - Wedgeway Kresge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230만 달러 

눈에 띄는 교차로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장기 방치된 건물 2곳을 보수하고, 지상 

5층 10,000m2 규모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해 상가 1층, 신규 아파트 80세대 등 

주상복합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허드슨 시 - Crescent 빌딩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13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18,000평방 피트의 빈 건물을 복합 용도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건물에는 최대 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화제작사 상업공간 6,500m2, 

2층에 걸친 아트갤러리 공간 2,500m2, 신축 아파트 3동,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옥상 행사공간 3,000m2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은 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100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제노비아 빌리지 - 올버니 스트리트 99/103번지 재개발을 위한 2백만 달러: 

올버니가 99번지와 103번지 재개발로 20년간 비고 방치됐던 건물 2곳을 아파트 

30층, 리테일 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개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옛 

주유소와 자동차부품점 등이 조성한 빌리지 중심부의 걷기 좋은 상권인 큰길가의 

빈자리가 해소됩니다.  

• 시러큐스 시 - Washington Square 프로젝트를 위한 150만 달러: 시러큐스 시는 

도시의 북쪽에 있는 4개의 부동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극심한 곤경에 처한 동네에 시장 금리와 저렴한 임대 

옵션을 모두 갖춘 224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조성할 것입니다.  

• 오논다가 카운티 - Castle 프로젝트를 위한 100만 달러: Castle 프로젝트는 

시라큐스 시 사우스사이드 지역에 있는 빈 석조 교회를 완전한 상업용 주방이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RESTORE-NY-2022-Project-Details-by-Region.pd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5ecca41d93b9488ee56608dae2a8a2d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5114165878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Dd%2BTduDKZ5xE%2F03pDtkpA8HmbNdFzQSKb0P1nlyCQo%3D&reserved=0


있는 회의와 행사장으로 재개발하여 13개의 정규직과 29개의 임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MWBE 회사인 Simply Ingram LLC이 구입하기 전, 이 부동산은 

20년 이상 비어 있다가 Greater Syracuse Land Bank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핑거 레이크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체스터 시 - Rochester Riverway Downtown East Initiative를 위한 500만 

달러: 다운타운 동쪽에 위치한 최대 5개의 빈 개인 소유 건물의 복구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건물의 보수와 완전한 거주지로의 복귀는 다운타운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웨인 카운티: Newark Health and Wellness 센터를 위한 200만 달러: 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은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상에서 재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뉴어크 빌리지의 광범위한 지역사회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현재 

버려진 건물의 철거는 센터의 건축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고 새로운 공동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롱아일랜드는 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265,000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 노스헴스테드 타운 - New Cassel Workforce Housing 3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1,265,000 달러: 노스헴스테드 타운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 지역인 뉴 

카셀에 있는 버려진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재활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완료되면 AMI의 80% 이하인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이 제공됩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은 8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924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픽스킬 시 - 워싱턴 스트리트 630번지의 Cosmo's Fresh Market을 위한 200만 

달러: 픽스킬 계획 위원회(Peekskill Planning Board)에 의해 이미 승인된 이 

프로젝트는 버려진 워싱턴 스트리트 630 번가를 새로운 12,000평방 피트 

Cosmos' Fresh Market으로 변형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상업 

활동은 이 지역의 빈 건물 상태를 되살리고, 필수적인 이웃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킹스턴 시 - 우드스톡의 사진 센터(Center for Photography)를 위한 150만 달러: 

우드스톡의 사진 센터는 창의적인 예술이 번성하는 미드타운 킹스턴에서 

성장하는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40,000평방 피트의 이전 시가 공장을 적응적으로 재사용하고 복구할 

것입니다.  



• 뉴버그 시- 랜더 스트리트 부동산을 위한 145만 달러: 10년 가까이 비어 있는 건물 

3개 동에 대한 복구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절실히 필요한 12채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모호크 밸리는 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4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티카 시 - Mayro 빌딩을 위한 400만 달러(특별 프로젝트 지정): 이 빌딩은 

유티카 다운타운에 있는 매우 눈에 띄는 썩어가는 부동산입니다. 이 건물은 소매, 

사무실 공간, 47채의 새로운 시세 분양 아파트와 함께 주상복합으로 바뀔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규모와 위치 때문에 일단 완공되면 다운타운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암스테르담 시 - 5개의 코너 지역을 철거하기 위한 20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인신매매가 심한 경로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눈에 띄는 

눈엣가시입니다. 철거와 부지 개발은 저렴한 주택과 상업적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재개발을 위한 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와 카운티 모두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이리온 빌리지 - 이전 Sperry UNIVAC 복합 단지의 재건을 위한 20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취하여 빌리지에서 수요가 많은 81채의 시세 분양 주택을 갖춘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호크 밸리에서 성공한 

실적이 입증된 헌신적인 개발자에 의해 추진됩니다.  

  

모호크 밸리는 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0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터퍼 레이크 빌리지 - 135만 달러 규모의 Oval Lofts 재개발 프로젝트: Oval Lofts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터퍼 레이크 다운타운에 있는 71채의 시세 분양 단위 

주택과 2,500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으로 이전의 목재 공장 건물과 폐차장을 

개발할 것입니다.  

• 워터타운 시 - 75-79 Public Square 재개발을 위한 135만 달러: 손상된 건물의 

철거와 19,000평방피트의 상업 공간, 레스토랑 및 워터타운 다운타운의 시세 

아파트를 갖춘 4층짜리 복합 건물의 신축이 포함됩니다.  

• 포츠담 빌리지 - 식스 디팟 스트리트 재개발을 위한 13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포츠담 다운타운에 있는 4개의 아파트, 상업 공간, 이벤트 공간으로 빈 사형수 

공간을 복구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서던 티어는 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57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디콧 빌리지 - (특별 프로젝트 지정) IBM North Street 철거 프로젝트를 위한 

600만 달러: 현대적인 제조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550,000평방 피트의 빈 

산업/상업 공간의 철거 공사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단지에 예상되는 

새로운 개발을 위한 10에이커의 착공식 준비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 빙엄턴 시 - 클린턴 스트리트 187번지를 위한 295만 달러: 퍼스트 워드 시의 빈 

부지를 102개의 저렴한 임대 단위 주택을 갖춘 다층 건물로 개발하고 세입자 편의 

시설과 무료 상업용 세입자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록스베리 타운 - 커크사이드 여관을 위한 18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유례 깊은 

Kirkside Estate를 호텔 및 관광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망생들에게 체험 학습을 

제공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호텔/레스토랑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웨스턴 뉴욕은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05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웨스트필드 빌리지 - Welch's 빌딩을 위한 15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3층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웰치스 빌딩의 역사적인 복구와 적응적인 재사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1909년 Welch's Grape Juice Company가 사무실 본사를 위해 건설한 

이 건물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시장 

영역에서 매우 부족한 46개의 새로운 주택 단위의 창조를 통해 상업적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택 재고를 개선할 것입니다.  

• 북토나완다 시 - Lowry School 재개발을 위한 150만 달러: 이 프로젝트에는 페인 

애비뉴 621번지에 위치한 이전 Lowry 중학교의 재건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건물은 2006년부터 비어 있고 버려져 있으며 페인 애비뉴 비즈니스 회랑 내에서 

폐물이 되었습니다. 로체스터의 Cornerstone Group LTD는 현재 이 부지를 

87채의 저렴한 노인 아파트로 재개발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올리언 시 - Olean City Centre 재개발을 위한 125만 달러: 부지의 개보수 

작업에는 건물 외관의 재포장 및 업데이트, 공용 구역 천장 및 천창의 철거 및 

개조, 이전 내부 세입자 공간의 지붕 교체 및 철거 및 이전 Bon-Ton 공간이 

포함되어 거리를 마주하는 소매점 및 위층 저렴한 주택 단위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최근 2023년 1월 27일까지 Restore New York 2차 라운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향서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시, 타운 및 빌리지가 비어 있거나, 방기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남아 도는 부동산의 

철거, 해체, 재건 또는 재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 최고의 경제 개발 기구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applications-open-round-two-restore-new-york&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5ecca41d93b9488ee56608dae2a8a2d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5114167440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1feGAPhYgEvb8s%2FUvx11nlBA21QlXZAHWZaP8stRjv8%3D&reserved=0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http://www.esd.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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