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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000만 달러 보조금의 일환으로 사우스 브롱크스 관청가(CIVIC 

CENTER) 변화 프로젝트 발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프로젝트 12개로 

관청가(Civic Center) 내 상업 및 문화 교점을 연결하고 경제 성장 및 기회를 지원하며 

자치구의 독특한 유산을 보존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00만 달러 규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보조금의 일환으로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이루어질 12가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관청가(Civic Center) 내 상업 및 문화적 교점을 연결할 것입니다. 통일된 다운타운을 

만들어 거주민과 방문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괄적 경제 성장 및 기회를 지원하며 

자치구의 유산 및 정체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투자는 브롱크스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브롱크스 관청가 다운타운(Bronx Civic Center Downtown) 주변에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는 주지사 진행 활동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관청가(Bronx Civic Center) 주변은 

북적이는 브롱크스의 심장부이므로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자치구가 대폭 성장하고 기존의 사우스 브롱크스 거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개선하며 브롱크스에 추가 투자와 지역사회 긍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브롱크스 관청가(Bronx Civic Center) 주변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2라운드의 

우승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남부 144번 스트리트(144th Street), 북부 

165번 스트리트(165th Street), 서부 할렘 리버(Harlem River), 동부 세인트 앤스 

애비뉴(St. Ann's Avenue)/이스트-서드 애비뉴(East-Third Avenue)로 둘러싸인 구역을 

포함합니다. 사우스 브롱크스는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모트 해븐, 콘코스 빌리지, 멜로즈, 모리사니아와 같은 지역은 극적이고 민중적이며 

지역사회 중심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는 저렴한 주택, 문화 시설, 

소매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이니셔티브(South Bronx Initiative) 및 멜로즈 소매 전략(Melrose Retail Strategies)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ronx-civic-center-10-million-new-york-city-region-winner-second-round


 

 

같은 수많은 지역 정책이 경제 활동 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로어 콘코스 

구역(Lower Concourse)이 개편되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특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ndrew Freedman Home 문화 예술 센터(Cultural Art Center) 확장: Andrew 

Freedman Home 문화 예술 센터(Cultural Art Center)를 개조하여 극장, 시각 예술, 음악, 

춤, 기타 예술 프로덕션, 인력 개발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용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부를 새로 단장 및 개선하여 역사 센터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1,720,000달러)  

  

149번 스트리트 브리지(149th Street Bridge)를 공공 광장으로 개조: 149번 스트리트 

브리지(149th Street Bridge)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된 보행자 광장을 만들어 

로워 콘코스(Lower Concourse)를 중심지와 연결하고 벤더, 예술, 기타 활동용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592,000달러)  

  

중심지와 149번 스트리트(149th Street) 경관 꾸미기: 서드 애비뉴(Third Avenue), 

멜로즈 애비뉴(Melrose Avenue), 149번 스트리트(149th Street)의 경관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여 더욱 확실한 지역 정체성 고취, 안전성 개선, 민간 투자 장려를 할 것입니다. 

(1,040,000달러)  

  

비즈니스 향상 기금(Business Improvement Fund) 조성: 사업체 및 부동산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향상 기금(Business Improvement Fund)을 만들 예정입니다. 

파사드 및 상가 앞 공간 개선, 고층 개조,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지역의 주요 

상업로를 따라 늘어선 서비스 완비 식당 및 카페 개발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000달러)  

  

브롱크스워크스(BronxWorks) 공공 수영 시설 업그레이드 완성: 최근 그랜드 

콘코스(Grand Concourse)의 브롱크스워크스(BronxWorks) 캐롤린 맥로린 커뮤니티 

센터(Carolyn McLaughlin Community Center) 내 커뮤니티 수영장에 한 투자에 

기반합니다. 수영장 개선 사항에는 공기 조화 시스템, 새 천장 타일, 탈의실 꾸미기가 

포함됩니다. (429,000달러)  

  

브롱크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Bronx Kreate Space)의 예술가 발굴 허브(Artist-Maker 

Hub) 개관 지원: 모트 해븐(Mott Haven)에 있는 새 브롱크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Bronx Kreate Space)에서 아티스트 발굴 협력 공간을 증축하는 갭 펀드를 

지원합니다. 갤러리 공간, 카페, 저렴한 작업 공간, 예술가 작업실 및 공동 시설 개선이 

계획되었습니다. (595,000달러)  

  



 

 

멜로즈 커먼(Melrose Commons) 커뮤니티 정원 개선: 멜로즈 커먼스(Melrose 

Commons)에 있는 커뮤니티 정원 세 곳에서 태양광 발전, 조명 개선, 와이파이 접근, 

빗물 수집,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탄력성 및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630,000달러)  

  

로베르토 클레멘트 플라자(Roberto Clemente Plaza)에 노천 카페 설치: 로베르토 

클레멘트 플라자(Roberto Clemente Plaza)에서 곧 완성될 공공 장소에 노천 카페 두 

곳을 설치하여 현지 근로자와 쇼핑객들이 식사할 장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카페 중 한 곳은 로컬 푸드 사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20,000달러)  

  

새 프레곤스 시어터(Pregones Theater) 공간 건설 가능: 571 월턴 애비뉴(571 Walton 

Avenue)에서 목재 구조로 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헐고 프레곤스/푸에르토리칸 

트레블링 시어터(Pregones/Puerto Rican Traveling Theater, PRTT)가 현대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관리 기관 본부 및 예술가 리허설, 작업실, 공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60,000달러)  

  

멜로즈 커먼스(Melrose Commons)에서 저렴한 광대역 접근성 확장: 멜로즈 

커먼스(Melrose Commons)의 거주민, 사업체,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건물 기반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로 선택한 

공공 장소 및 주변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 네트워크가 있는 건물 내에서 거주민용 

인터넷 연결 지역 리소스 포털 무료 접근, 네트워크가 있는 건물 내에서 거주민용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광 인터넷 접속은 Nos Quedamos가 소유한 

건물 두 곳에서 제공됩니다. (437,000달러)  

  

브롱크스 명예의 거리(Bronx Walk of Fame)에 최신 표지판 및 간판 장식: 149번 

스트리트(149th Street) 및 167번 스트리트(167th Street) 사이 그랜드 콘코스(Grand 

Concourse)를 따라 늘어선 브롱크스 명예의 거리(Bronx Walk of Fame)의 신호를 

재설계, 재배치, 재정비하고 디지털 안내판을 만들어 방문객을 끌 예정입니다. 

(250,000달러)  

  

161번 스트리트 역(161st Street Station)에 매력적인 입구 만들기: 이스트 161번 

스트리트(East 161st Street) -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 지하철역 바깥쪽 

브롱크스 입구의 기존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조경으로 꾸며 현대식의 매력적인 

관문으로 만들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기타 투자를 

보완합니다. (227,000달러)  

  

브롱크스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지원금 1,0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사우스 브롱크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을 개발했습니다. 지자체 대표, 지역사회 리더,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가 민간 부문 전문가 및 주정부 기획 

담당자 팀의 지원을 받아 이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를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은 지역의 자산과 기회를 검토하고, 다운타운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에 부합하며 실행을 전제로 한 경제 개발, 교통, 주택,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을 파악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투자로 브롱크스 관청가(Bronx Civic Center) 지역사회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기금의 새 라운드로 브롱크스 경제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기금을 받은 프로젝트로 브롱크스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채로운 지역사회의 

미래에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금 제공으로 주변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예술 및 

문화 관광지를 지원하며 브롱크스 가족들을 위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으로 사우스 브롱크스 중심지를 고른 것은 전 자치구가 

발전한다는의미입니다. 판도를 바꿀 이 계획으로 전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할 것이며 

브롱크스 전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성공 사례에 기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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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지역사회에 자원을 유입하고 지역사회가 뉴욕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놀고 싶은 활기찬 중심지로서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브롱크스 관청가(Bronx Civic Center) 투자는 지역에 붙은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기반으로 하며 새 성장 및 기회를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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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목표가 설정된 지역사회 주도의 

투자는 6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브롱크스 투자와 

결합될 것입니다. 해당 투자로 브롱크스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칠 년 넘게 약 38,250명의 주민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주에 폭넓은 장기 경제 성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주지사님이 계셔서 행운입니다.”  

  

Luis R. Sepulveda 주 상원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에서 이루어지는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최근 

우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큰 발전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혁신적 계획입니다. 브롱크스를 계속 지원해주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도시 

중심부를 최신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지역사회, 거주민, 사업체가 어떻게 

번영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롱크스 관청가(Bronx Civic Center) 주변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원에 뽑혀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이룰 변화가 기대됩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주 

정부 초기부터 브롱크스의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우리 지역사회에 전례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지사님과 주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개선할 계획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에 알맞은 투자 전략 유형입니다. 시설 완전 개조에서 가로 경관 미화 등 모든 

것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로 우리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고 미래를 향한 희망감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Michael Blake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브롱크스 지역사회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 교육, 공정성의 공동 비전을 깨닫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하여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Carl Heastie 의장, Marcos Crespo 주하원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목표가 설정된 지역사회 주도의 투자 중 특히 멜로즈(Melrose) 내, 149번 

및 161번 스트리트(149th and 161street) 지역의 투자로 브롱크스인을 위한 좋은 

직업이 보장될 것이며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성공을 가져올 기술 및 자원을 갖출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업 부문은 지역 사업체 중 특히 소수집단 및 여성 사업체(Minority 

and Women Business Enterprises)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번영하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거주민들의 

혜택을 위한 경제 자원이 사우스 브롱크스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항상 지원하여 

계속해서 #더 나은 브롱크스를 만들(#BuildingABetterBronx) 것입니다.”  

  

Nathalia Fernandez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계속해서 브롱크스에 경제 부활을 

가져올 것이며 브롱크스를 정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로 진정한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는 

자치구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Cuomo 주지사님이 계시는 한 강력한 협력자이자 

헌신적 리더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사항에 귀 기울임으로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프로젝트는 존 편의 시설에 전략적 자원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걷기 좋고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 지역에 새로운 삶과 활력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브롱크스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울 

것이 기대됩니다.”  

  

Andy King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브롱크스는 재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경제 개발 접근법은 우리 지역의 독특한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 

기대됩니다.”  

  

브롱크스 오버롤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회사(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의 Marlene Cintr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는 가능성이 

풍부하므로 Cuomo 주지사님의 투자는 우리 거주민들과 사업체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우리 거리가 개선되고 지역 사업체를 도우며 문화적 볼거리가 확장될 

것입니다. 전 자치구가 신나는 시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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