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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000만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러큐스의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 발표  

  

12개의 전략적 다운타운 활성화 프로젝트,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와 시러큐스 
다운타운 사이의 보행성과 연결성 향상, 재개발 및 매립 개발을 통한 사업 및 주거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렌더링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상의 일환으로 12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의 보행성을 향상시키고, 유서 깊은 건물을 복원하며, 

주택과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졸업생인 저는 시러큐스 

지역사회가 도시와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우스 게이트웨이 지구(South Gateway District)를 개선하여 더 

걷기 쉽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고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기회를 확대하여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장을 열 것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는 역사적으로 투자가 덜 된 주거 지역, 

역사적으로 오래된 저택을 중심으로 한 상업 회랑,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제공하는 유명한 Salt City Market을 포함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지역에는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DRI를 통해 추가 재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어 있는 필지와 

점유되지 않은 건물이 여러 채 포함됩니다. 시라큐스의 활성화 프로젝트는 보행자 

경험을 개선하고, 주거 및 상업 용도로 비어 있고 황폐한 건물을 되살리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는 북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센트럴 뉴욕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지사가 진행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DRI는 뉴욕 국무부가 주도하여 각 참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2%2FDRI_Southwest_Gateway_Project_Renderings.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f469b431aa647e81e2c08dae387d93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24699679973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7%2B7Nv1ukyW5qJkEGCTk7EBe%2B%2Ba43gFqaPupykHUZVoU%3D&reserved=0


커뮤니티가 다운타운 활성화를 위한 고유한 비전을 가진 특정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DR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와 시러큐스 

다운타운 사이의 보행성 및 연결성 향상, 재개발 및 매립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및 주택 

기회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전략적 투자 계획에 포함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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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모멘텀을 구축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와 다운타운 사이의 보행성과 연결성 향상  

  

사우스 애비뉴의 거리 풍경 조성 - DRI 어워드: 1,378,000달러  

손상된 보도 패널을 수리하고, 거리 비품과 장식 조명을 추가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사우스 애비뉴에 보다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거리 경관을 조성합니다.  

  

샐리나 및 오논다가 교차로를 재설계하고 재구성 - DRI 어워드: 1,001,000달러  

웨스트 오넨다가 스트리트의 두 교차로를 개선하여 보행자, 자전거 차선 및 연석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교차로를 통합합니다.  

  

웨스트 오논다가 스트리트의 철교 활성화 - DRI 어워드: 599,000달러  

사용되고 있는 철도 교량 아래에 새로운 공공 모임 장소를 조성합니다. 이 공간은 조명, 

좌석, 식물 그리고 벽화를 포함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매립 개발을 통해 사업과 주거 기회 확대  

  

3개의 역사적인 버려진 건물을 활성화하고 용도 변경 - DRI 어워드: 1,217,000달러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의 두 핵심 애비뉴인 웨스트 오논다가 스트리트와 사우스 

애비뉴 모퉁이에 있는 비어 있는 역사적 건물 3채를 복원합니다. 양조장, 사무실 공간 

및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Trinity Church, Gillette House 및 Parish House를 복구 및 

개조할 예정입니다.  

  

트리니티 사우스 애비뉴 복합 용도 개발 건설 - DRI 어워드: 1,000,000달러  

약 62채의 임대 주택과 소매 또는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포함하는 혼합 소득 주거 

프로젝트를 건설합니다.  

  

파사드 개선 기금 조성 - DRI 어워드: 600,000달러  

지역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 기금을 조성하여 건물 파사드를 복원하고, 지상 수준의 내부 

상업 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건물 입구를 개조합니다.  



  

Whedon House 복원 - DRI 어워드: 530,000달러  

비어 있는 역사적인 저택을 개조합니다. 최종 복원에는 주거용 아파트, 상업 공간, 공공 

공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Jubilee Workforce Center 건설 - DRI 어워드: 500,000달러  

1층에는 인력 양성 센터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인력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 용도 건물을 

만듭니다.  

  

Business Corridor Broadband 설치 - DRI 어워드: 460,000달러  

파이버 백홀 인프라와 무선 장비를 설치하여 웨스트 오논다가 스트리트와 사우스 

애비뉴 비즈니스 회랑을 따라 인터넷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전B&B 라운지를 재개발 - DRI 어워드: 300,000달러  

이전 술집과 레스토랑을 레스토랑을 위한 라운지 공간(레스토랑 위에 주거 단위 주택 

건립)으로 복원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개선  

  

Southwest Community Center 재설계 - DRI 어워드: 1,115,000달러  

Southwest Community Center에 새로운 파사드, 공중 화장실 업그레이드 및 체육관 

개선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Rescue Mission의 캠퍼스 시설 건설 - DRI 어워드: 1,000,000달러  

웨스트 오논다가 스트리트의 빈 부지에 Rescue Mission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합니다. 새 건물은 1층에 상업/소매 공간과 2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 창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Robert J. Rodriguez 뉴욕 국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시러큐스의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에 있는 잘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재개발하려는 투자는 이 

성장하는 다운타운 공동체를 시러큐스 시의 도시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는 이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보조금을 통해 다운타운 시러큐스와 원활하게 연결될 

것이며, 비어 있는 역사적 건물은 복원 및 용도 변경되어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광대역 및 인력 교육 서비스를 포함할 

것입니다. 시러큐스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 전체 커뮤니티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을 축하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개의 DRI 프로젝트에는 시러큐스의 다운타운에 있는 이전 보석들을 

개조하고 다운타운을 더욱 밝게 만드는 새롭고 전략적인 빛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어 있는 맨션을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인터넷 연결 

및 인력 교육 기회를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활기찬 다운타운에 투자하는 

것의 가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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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성공적입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뉴욕 시내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중추적인 

프로젝트와 개발을 정의하고 설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시러큐스의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에서 삶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12개의 프로젝트는 다운타운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보행성을 개선하며 필수적인 

리노베이션과 신규 건설에 자금을 대는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운하 공사 Brian U. Stratton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러큐스와 

같은 도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상하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계획을 

가지고 주에 와서 그 계획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시러큐스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 

커뮤니티에 축하드리며, 북부 뉴욕을 대신하여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achel Ma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성장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1,000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보조금을 수상하는 등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러큐스를 센트럴 뉴욕의 경제 중심지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도시 중심부를 활성화하고 시러큐스의 급증에 더 많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J.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차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입된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자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서비스를 

개선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를 우선시해주신 Hochul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뉴욕의 

전염병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Ben Walsh 시러큐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활용도가 낮고 비어 있는 부동산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며,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웨이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의 

공청회와 지역사회 참여, 시 직원, 컨설팅 팀 및 공동 위원회 구성원 간의 세심한 계획 



및 협업을 거쳐,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흥분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투자와 시러큐스의 도시 중심부의 지속적인 부흥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여러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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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