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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 4차 라운드에서 거의 4,0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75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이 

지원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Communities Initiative) 4차 라운드를 통해서 75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4,0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Restore NY은 웨스턴 뉴욕부터 롱아일랜드에 

이르는 지역사회들에서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도우면서, 주 

전역에 걸쳐 지방 활성화 노력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황폐화된 부동산을 변모시키고, 

핵심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 기회를 

가져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도록 도우며, 모두를 위해서 보다 번영하는 뉴욕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 회계연도 예산에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을 반영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맡겼습니다. 4차 라운드는 

2016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 타운 및 빌리지가 비어 있거나, 방기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남아 도는 부동산의 철거, 해체, 재건 또는 재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지역 중 하나인 고완다의 Hollywood Theater에서 오늘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하는 동안,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운타운들의 문화 유산과 

역사적 특성을 보존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오래된 시설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 미래의 경제적 성공과 기회를 위한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은 도시 중심부를 활성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이 



혜택받지 못한 인근 지역을 재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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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도 지역 

  

주도 지역은 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3,028,205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넥터디시 – 위험 물질 제거를 포함해서, 10개의 복합 용도 부동산에 대한 

철거 또는 재건이 포함된 Restore Schenectady 프로젝트를 위해서 

1,000,000달러 수령. 

 트로이시 – 시의 Riverwalk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American Theater 재건 및 재개장을 위해서 778,205달러 수령. 

  

센트럴 뉴욕 

 

센트럴 뉴욕 지역은 4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3,35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러큐스시 – 종전의 Restore NY Funding으로 수행된 작업을 강화하면서, 

4개의 역사적 건물을 복합 용도 부동산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2,000,000달러 

수령. 

 피닉스 빌리지 – Canal Waterfront District에 있는 3개의 비어 있는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핑거 레이크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5,536,888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체스터시 – 시의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7개 부동산에 대한 복합 

용도 건물로의 재건을 위해서 2,000,000달러 수령.  

 바타비아시 – 종전의 Ellicott Station을 복합 용도 시설로 만들기 위한 철거, 개선 

및 재건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롱아일랜드  

  

롱아일랜드는 3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1,458,47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버헤드 타운 – 적정 가격 주택, 소매 상가 및 식품 제조 시설을 만드는 3,0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개 건물의 재건 및 재건축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헴스테드 타운 - Grand Avenue에 있는 쇠퇴한 부동산을 복합 용도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458,470달러 수령.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estoreNYFundingList.pdf


  

미드 허드슨 

  

미드 허드슨 지역은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5,419,49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커스시 - 상점 전면의 파사드를 포함해서, 융커스 다운타운의 Wheeler 

Block에 있는 3개의 비어 있는 건물 재개발을 위해서 2,000,000달러 수령. 

 킹스턴시 – 상업용 건물의 철거와 3개의 주거용 부동산 재건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이 프로젝트는 새롭고 지속 가능한 Energy Square를 만들고, 

새로운 제로 에너지 구조로 된 적정 가격 주택을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호크 밸리 

  

모호크 밸리는 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4,652,915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티카시 – 2개의 역사적 건물을 20년 후에 다시 과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45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들 건물에 대한 복합 용도 

부동산으로의 재건을 위해서 1,000,000달러 수령. 

 캐너조해리 빌리지 – 종전의 Beech-Nut Plant 중 동쪽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노스 컨트리 

  

노스 컨트리는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4,174,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그덴스버그시 – 시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계획에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개 건물의 철거를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워터타운시 – 종전의 Masonic Temple을 복합 용도 건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서던 티어 

  

서던 티어는 11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4,234,75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위고 빌리지 – 이 빌리지의 Historic Downtow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있는 중심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엔디콧 빌리지 – 종전의 학교 2개를 다가구 아파트로 전환하는 재건 작업과 한 

개의 복합 용도 건물에 대한 재건 작업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웨스턴 뉴욕 

  

웨스턴 뉴욕은 1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7,295,257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펄로시 – 버려진 3개의 구조물 철거 및 주거시설 프로젝트가 포함된 

Northland Corridor 재개발을 위해서 1,912,028달러 수령. 상업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규모 비즈니스 캠퍼스 또한 재건될 것입니다. 

 제임스타운시 – 이 시가 신청해서 채택받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종전의 Key Bank 건물 재건을 위해서 500,000달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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