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대상지로 선정된 제네바의 수상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활기찬 새로운 개발지로 거듭 태어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제네바 다운타운의 

황폐화된 부동산 

 

인프라 현대화, 보행자 접근성 개선, 공공 정박지 개발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오픈 액세스 광섬유 광대역 인프라(Open Access Fiber-

Optic Broadband Infrastructure) 설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의 1억 달러 규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제네바 시가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뉴욕주 전 지역의 현지 

지역사회를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으며 가족을 이루고 싶은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부 기관과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력하여, 제네바 

시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운타운 성장 촉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일자리와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다운타운을 전 지역의 활발한 

경제 엔진으로 바꾸기 위해 지역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제네바의 경제적 르네상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는 일자리 시장을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지구를 개발하며 핑거 레이크스를 계속 발전시킬 우리의 추진력을 기를 

것입니다.”  

 

지원 프로젝트는 1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세네카 레이크프론트(Seneca Lakefront)까지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 지원금 220만 달러  



5번 주도(State Route 5) 및 20번 주도(State Route 20)는 제네바 시의 생기가 넘치는 

중앙 비즈니스 지구와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의 60 에이커 규모의 공공 호숫가를 

분리하는 하나의 주 고속도로를 형성합니다. 제네바시를 관통하는 이 메인 주 

고속도로에 대한 개선은 개선된 횡단 보도의 도입, 중앙 분리대의 조경, 새로운 보도, 

이동 도로의 축소, 걷기에 보다 안전하고 쉬운 환경등을 통해 제네바 다운타운과 

호숫가를 보다 잘 연결시킬 것입니다.  

 

시가지 경관을 향상시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지원금 175만 달러  

제네바 다운타운의 두 주요 다운타운 상업/소매 거리인 익스체인지 스트리트(Exchange 

Street)와 캐슬 스트리트(Castle Street)를 따라 컴플리트 스트리츠(Complete Streets) 

프로그램 상의 시가지 경관을 구현하고 보행 환경 개선. 이 프로젝트는 제네바 

다운타운의 미적 매력을 향상시키고 더 안전하고 보다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는 벤치, 화분, 향상된 횡단 보도 관리, 일부 선정된 

교차로에서 보도 범프 돌출부, 낙후된 지역의 보도 교체, 추가 조명, 쓰레기통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역사적인 도브 블록 빌딩(Dove Block Building)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금 90만 달러  

제네바 다운타운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한 건물 중 

하나인 도브 블록(Dove Block)의 개조 및 활성화. 1878년에 지어진 이 3층짜리 빈 

상업용 건물은 다운타운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브 블록(Dove Block) 개조 계획은 

현재 상당한 지역사회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프로젝트는 새로운 용도로 건물을 준비하고 다운타운 중심의 주요 랜드 마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개조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이 프로젝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운타운의 공공 정박지 개발 프로젝트 지원금 75만 달러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트 정박소의 수를 늘리고 보트 타는 사람들에게 

다운타운의 명소를 선보이기 위해 기존의 롱 피어(Long Pier) 북쪽의 공공 정박지 개발. 

이 프로젝트에는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의 혹독한 바람으로 야기된 파도를 더 잘 

피할 수 있는 항구를 제공하기 위한 롱 피어(Long Pier)의 돌출부(breakfront) 확장 개발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정박지에는 제트 스키부터 35 피트 보트까지 다양한 크기의 

선박들이 수용될 것입니다. 

 

레이크 터널 솔라 빌리지(Lake Tunnel Solar Village) 설립 프로젝트 지원금 125만 달러  

라이프큐브(LifeCube)라고 불리는 신제품의 시범 프로젝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틈새 주거지 개발 사업인 레이크 터널 솔라 빌리지(Lake Tunnel Solar Village) 조성. 

제네바에서 제작된 라이프큐브(LifeCube)는 개발에 필요한 연간 전기 및 열 요구량을 

100 퍼센트 제공하기 위해 태양광 전기 및 열 펌프 기술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공녹지 공간과 더불어 약 24 곳의 민박 및 28 채의 마이크로 아파트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새로운 주택을 제네바 다운타운의 상업 



중심지와 호숫가 양쪽 모두에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고유의 매력을 만들고 다운타운 방문객들의 교통량을 늘리며 호숫가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와인 트레일 방문객들에게 제네바의 인기있는 식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스트 캐슬 스트리트 20번지(20 East Castle Street) 소재 페이튼트 블록 빌딩(Patent 

Block Building) 복원 프로젝트 지원금 65만 달러  

제네바 비즈니스 지구의 주요 게이트웨이 중 하나인 익스체인지 스트리트(Exchange 

Street) 및 캐슬 스트리트(Castle Street) 코너에 위치한 비어있는 황폐한 페이튼트 블록 

빌딩(Patent Block building) 복원 이 개조 공사에는 캐슬 스트리트(Castle Street)를 

마주보고 있는 2 개의 1 층 상점 정면과 2 층의 후면과 새로운 3 층의 아파트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페이튼트 블록(Patent Block)의 복원으로 만연해 있는 낙후 문제가 

해결되고 다운타운과 호수가 사이가 연결될 것입니다. 

 

5 방향 교차로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 65만 달러  

캐슬 스트리트(Castle Street), 노스 메인 스트리트(North Main Street),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South Main Street), 밀튼 스트리트(Milton Street), 캐슬 스트리트(Castle 

Street) 교차로의 5 뱡향 교차로 업그레이드. 다운타운, 도서관, 인근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통행량이 많은 이 교차로에 대한 제안된 개선 사항은 향상된 보행자 

횡단시설의 사용, 보다 선명한 줄무늬 횡단 보도, 횡단시설 길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용 범프 돌출부 조정, 조경된 고립지역/보행자 피난로 등을 사용하여 교통 속도를 

낮추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도서관 방문객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 주차 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보존을 장려하는 기금 조성 프로젝트 지원금 60만 달러  

비어 있거나 활용률이 낮은 건물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재활용하도록 다운타운 

부동산 소유주를 독려하고 다운타운의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운타운 부동산 소유주 지원. 이 프로젝트는 건물을 생산적인 용도로 재활용하고 

시정부의 세금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수리 및 개조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빈 극장을 마이크로 맥주 양조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 475,000 달러  

트위스티드 레일 맥주 양조장(Twisted Rail Brewery)으로 사용하기 위해 익스체인지 

스트리트 499번지(499 Exchange Street) 소재 빈 극장을 재활용. 이 시설은 트위스티드 

레일(Twisted Rail)의 메인 양조장, 약 9,000 평방 피트 규모로 구성된 시음장 및 

레스토랑, 맥주 양조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관심있는 후원자들을 위한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면모를 갖춘 이 새로운 오락 및 교육 센터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다운타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식당을 추가하여 제네바 다운타운의 새로운 

중요한 모임 시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스미스 오페라 하우스(Smith Opera House) 개선을 위한 18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지원금  

스미스 오페라 하우스(Smith Opera House)를 개선하여 시설이 더 나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여 제네바 다운타운에 공연문화의 산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미스 무대(Smith stage)에서의 고품질 공연의 빈도를 늘리고 시설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하며 이 시설의 

건축적 특징을 강조하고 대중 예술을 세네카 스트리트(Seneca Street)로 유치하여 

스미스 오페라 하우스(Smith Opera House)의 가시성 및 정체성을 높여 이 시설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보도에 위치한 대형 천막 정보센터, 

기존의 카바레(Cabaret) 공간에 음식공급 주방 추가, 탈의실 업그레이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타운 광대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지원금 15만 달러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부동산 양쪽 모두에 혜택을 주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네바 다운타운 중심부에 오픈 액세스 광섬유 광대역 인프라(Open 

Access Fiber-Optic Broadband Infrastructure) 설치. 이 프로젝트를 통해 1.5 마일의 

광섬유 케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다운타운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며 

시정부가 네 곳의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public Wi-Fi hotspots)을 

설치할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표지판 설치 프로젝트 지원금 약 15만 달러  

이 프로젝트에는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익스체인지 

스트리트(Exchange Street) 상의 게이트웨이 표지판 설계, 시공, 설치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표지판은 다운타운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는 아치형 

입구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제네바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킬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일자리 개발, 현대적인 인프라, 번영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주민, 기업가, 

새로운 상업 및 모든 이를 위한 주거 호황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1,0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이 활기찬 도시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주민, 기업, 방문객들을 위해 보다 나은 장소로 거듭 날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프로그램은 현 거주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새로운 복합용도개발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훌륭히 설계된 최고의 지역 성장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개발, 새로운 고용 및 주택 기회, 여가 및 예술 활동을 수용하는 

작업을 시작한 제네바와 같은 지역사회들을 지원하여 보다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작업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보다 중요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Pamela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바는 부흥하는 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및 주민 

가족들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기금을 통해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체를 지원하고 다운타운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며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여 시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제네바 

시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지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Brian M. Kolb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투자는 

지역 경제를 뛰어 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네바와 같은 지역사회들은 기존 

자산을 선보여서 방문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네바 다운타운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지 리더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의 Ron Alcock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종합적인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의 전략 비전 구현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하게 될 주정부, 

시정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 제휴관계의 고유한 협력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주도 계획 프로그램(community-led planning initiatives)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은 우리의 전략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제네바 타운의 Mark Venuti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지사님께서 애쓰신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제네바가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의 최초 대상지 중 한 곳이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계획 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의 

지원을 통해, 저희는 제네바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을 통해, 저희는 제네바가 

앞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리라는 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프로그램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온타리오 카운티의 Jack Marren 감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희망과 경제적 기회를 복원하려는 Cuomo 주지사님 활동의 백미입니다. 



제네바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i)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를 시내와 

연결하여 보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ii) 다운타운 공공 정박지를 개발하며 

(iii) 또한 이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역사적인 건물들을 복원, 강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일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네바 시 

 

지난 10 년 동안 제네바는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서만 200 개 이상의 기업과 약 1,500 

개의 직업이 화려하게 생겨난 주요 고용 센터로 부상했습니다. 걷기에 적합한 제네바의 

역사적인 다운타운은 급성장하는 인력과 3 곳의 지역 대학 학생들을 위한 활기 넘치는 

소매, 식당, 문화, 오락 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아래 시정부는 주요 건물의 다음과 같은 개선 작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i) 주거지 선택 및 소매 상권의 다양화, (ii) 건강 식품의 손쉬운 구입, 

(iii) 다운타운 지역의 기업가 정신 독려. 

 

제네바는 현지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가 다음과 같은 7 가지 기준에 부합한 

제네바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에 핑거 레이크스 뉴욕 지역에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지역사회로 선정되었습니다. 

 

1. 대상 지역은 규모가 작고,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2. 다운타운 또는 그 중심부는 연중 내내 활기찬 다운타운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규모여야 하고, 해당 지역을 주된 다운타운으로 삼을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기존 인구나 증가하는 인구가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3. 다운타운은 지역과 주변 구역에 대한 이전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활용하고, 향후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4. 직장인들을 도심 지역으로 유인하고, 재개발을 지원하며,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도심 지역 안이나 그 인접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성장이 최근에 

존재하거나 임박해야 한다.  

5. 대상 도심은 해당 도심 지역의 매력과 거주 적합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개선되는 

경우에 기여할 수 있는, 속성이나 특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개발 가능한 

복합 용도 공간의 존재, 서로 다른 수준의 가격과 종류의 주택, 건강에 좋고 가격이 

적절한 식품 시장을 포함한 상업 및 소매 관련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적합성, 그리고 공원과 집회 장소 등이 포함된다.  

6. 다운타운은 지역토지은행의 이용, 현대적인 구역 코드, 완비된 거리 계획 또는 교통 

중심 개발을 포함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7. 다운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대상 

도심을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구축, 시행하기 위한 현지 지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제 2단계 지원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https://regionalcouncils.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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