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 다운타운 소재 5,000만 달러 규모의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 개관 발표  

  

“역사적인 500 블록” 구역의 상업 및 주거 공간 재개발을 재정 지원하는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 프로젝트 -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다운타운에서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 BBF)의 일환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버펄로의 워싱턴 스트리트 

510 번지(510 Washington Street) 소재 빈 건물인 19,530 평방 피트 규모의 7 층 건물을 

전환하기 위한 역사적인 개조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1920년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이전의 로이스 시에터 웨어하우스(Loew's Theatre Warehouse)는 5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1 층은 새로운 상업 및 소매 공간으로, 2 층에서 7 층은 시장 시세의 로프트 

아파트먼트 12 가구로 개조되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계획의 일환인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는 인접 상업 지구를 활성화하여 선형 교통로를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다운타운은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와 같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계속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조 공사로 잠재력을 지닌 유서 깊은 건물이 새로 재개발되어, 

인접 지역에 활력을 더하면서 방문객과 기업 모두가 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관식 리본 커팅 행사에 참여했던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펄로 다운타운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를 지속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자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이전하여 자리잡고 더 많은 건물이 도심에 활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시기에, 우리 근로 인력의 통근 거리가 짧아져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희도 주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보다 힘든 시기를 경험했던 

웨스턴 뉴욕 주민으로서, 저는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버펄로로 변모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Alexandre_Apartments_Buffalo_Renderings_2018.pdf


 

 

  

유서 깊은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버려진 창고를 복합 용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던 앨런타운 주민인 Amy Judd와 Mark Judd 부부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건물은 급속히 쇠락해가고 

있던 지역사회의 수십 년 동안의 쇠퇴와 붕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개발로 해당 지역의 

주거 공간 수와 상업 공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지역 보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지구는 최근 5 년 동안 새로운 아파트, 레스토랑, 상업 공간, 심지어 

소유주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하여 재사용 프로젝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에는 1 베드룸 및 2 베드룸 로프트 양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일부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적용하여 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 

전자적인 출입 시설, 관련 와이파이(Wi-Fi) 제어, 엘이디(LED) 조명,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 제품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도매 및 소매 빵 제과점인 더 

워싱턴 스트리트 베이커리(The Washington Street Bakery)에 임대됩니다.  

  

Thomas W. Lamb이 설계한 약 100년 된 이 구조물은 극장 소도구, 무대 구성 장치 부품, 

연극 장비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로이스 시에터 컴퍼니(Loew's Theater Company)가 

1920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유서 깊은 다운타운 건물은 빈 채로 방치되었으며 18년 

동안 도시의 세금 수익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은 버펄로 다운타운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내에 위치한 “역사적인 500 

블록(Historic 500 Block)” 지역 보존 구역의 일부이며, 재개발된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서 깊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한 기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 보존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CPC)의 건설 융자 

280만 달러. 현재까지 지역사회 보존공사(CPC)는 2,500 채의 주택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버펄로 지역에 약 1억 9,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뉴욕주 모기지청(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SONYMA) 보험에 가입된 

지역사회 보존공사(CPC)의 장기 융자 200만 달러는 DiNapoli 감사관이 신탁 

관리자 역할을 하는 뉴욕주 공동 은퇴 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NYS CRF)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기금이 조달되었습니다. 공동 은퇴 

기금(CRF)은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4,000 채 이상의 주거 시설 건설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3,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워싱턴 스트리트 510 번지(510 Washington Street)의 혁신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 융자 75만 달러. 두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베터 버컬로 펀드(BBF)는 35 개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 이상을 재정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450 가구 이상의 주거 시설과 19만 평방 

피트가 넘는 규모의 상점 정면 및 상업 공간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억 

2,300만 달러가 넘는 버펄로 시의 민간 투자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3차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며 올봄 지원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건물의 외관 작업 및 일층의 상업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지원금 5만 달러.  

•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상환 보조금 5만 달러.  

• 이리 카운티 산업개발청(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ECIDA) 

이사회는 건축 자재에 대한 약 142,000 달러의 판매세 혜택과 약 19,125 달러의 

추가 절감을 위해 기록적으로 모기지 비용을 1 회 삭감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빈 건물을 재활용하여 개발하는 워싱턴 스트리트 510 번지(510 Washington Street) 

재개발 프로젝트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국(NYS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공조하여 관리하는 

연방 및 뉴욕주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 대상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40년 이상의 역사를 유지해 온 비영리 주택 금융 회사인, 

지역사회 보존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으며, 유서 깊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 전 지역 경제 활동의 허브였던 이전 공장과 

창고를 비롯한 유서 깊은 건물들을 다시 지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주택 및 소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동 은퇴 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의 신탁 관리인인 

Thomas P. DiNapoli 뉴욕주 감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공 근로자 퇴직 

제도에 대한 건전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일이 제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정부 연금 기금이 훌륭하게 사용되는 길입니다. 저희는 버펄로에서 이 흥분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개조된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와 같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건물을 도심의 

주택으로 전환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웨스턴 뉴욕에 머물거나 귀환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일이며,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고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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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역사 

보존 블록 내의 쇠락한 빈 건물을 주민과 도시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한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의 상업 공간 및 건물 외관 공사를 지원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가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택과 소매점을 통합하는 재개발을 

통해 우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알렉산더 아파트먼츠 유한책임회사(Alexandre Apartments, LLC)의 Amy Judd 관리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스트리트 510 번지(510 Washington Street) 

건물을 구입한 2014년을 돌이켜 보면 그 건물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인접 

지역의 유서 깊은 500 블록의 흉물스러운 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후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해주신 지역사회 보존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CPC), 버펄로 도시 개발 공사(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버펄로 플레이스(Buffalo Place),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US 

National Park Service Historic Tax Credit program), 뉴욕주 역사 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NY State 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program)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우리의 비전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를 믿었으며 우리는 이 

기관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디자이너들과 지역 상인들의 

노고 덕분에 이 비어있던 공간이 생동감 넘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환상적인 

이웃들은 일층 상업 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버펄로 다운타운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줄을 지어 들어선 이 지역사회는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이 꿈꾸어 온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의 변화를 목격하고 

이 프로젝트와 같이 더 많은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꿈꾸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주의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가 버펄로시 재개발 공사를 촉진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조직과 

역사의 일부인 유서 깊은 건축물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로이스 시어터 웨어하우스(Loew's Theatre Warehouse)를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로 변모시킨 일은 축하받을 가치가 있는 혁신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킨 Amy Judd와 Mark Judd 부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적용이 가능한 재개발 공사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의 500 블록 및 600 블록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만들어진 활기와 

에너지가 워싱턴 스트리트(Washington Street)로 확장되었습니다.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 뉴욕주 모기지청(SONYMA), 지역사회 보존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을 가진 Amy Judd와 Mark Judd 부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양질의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민간 부문, 뉴욕주, 이리 카운티 산업개발청(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ECIDA)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잘 드러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완공에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톤 

스트리트(Washington Street)의 주택과 비즈니스 복합 단지에서 환영할만한 적당한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도시 개발 

공사(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의장으로서,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75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펄로 다운타운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활동을 지속하면서, Amy Judd와 Mark Judd 

부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우리의 기타 민관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역사적인 건물의 500만 달러 규모의 개조 공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지역사회 보존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담당 

수석 부사장인 Thomas McGrath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는 뉴욕의 유서 깊은 다운타운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는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보존공사(CPC)의 사명의 실증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는 버려진 창고를 향후 오랜 기간 이 

지역사회의 경제 및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진 Amy 

Judd와 Mark Judd 부부와 같은 우리 대출자들을 지원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기회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Brown 

시장님, 우리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Judd 가족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DiNapoli 감사관, 공동 은퇴 기금(CRF) 모금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리 카운티 산업개발청(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청장인 

Steve Weather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산업개발청(ECIDA)은 

우리 도시 중심부의 활성화 덕분에 발생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알렉산더 

아파트먼츠(Alexandre Apartments)는 소규모 독립 개발업체가 이 쇠락한 건물을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적응형 재사용 프로그램(adaptive reuse program)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기존의 회랑 지대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대안적 교통 및 

걸을 수 있는 도보성을 장려하는 교통 지향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프로젝트들을 위한 BBF 보조금 및 리볼빙 대출 기금을 관리합니다. 베일리 

애비뉴(Bailey Avenue),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나이아가라 스트리트(Niagara Street), 유티카 스트리트(Utica Street) 선형 교통로 지대에 

있는 버펄로 교통 정류장들에서 도보로 1/4 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주택, 고용 및 소매 

상가 개발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갭 파이낸싱(gap financing)으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베터 버펄로 펀드(Better Buffalo Fund)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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