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셔터쿼 카운티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S, BOAs) 2 곳에 대해 발표  

  

황폐해진 부동산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셔터쿼 카운티의 던커크와 제임스타운에서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s) 2 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정에는 지역사회 2 곳에서 1,200 에이커 이상 규모의 방치되고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황폐해진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은 영향을 받는 지역을 

재건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이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정은 이 지역사회들을 경제적 기회와 

활성화의 엔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지역 리더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강한 뉴욕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정은 지역사회의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후보 지역 또는 계획을 근거로 합니다. 이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는 우선 과제를 위한 보조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 세금공제 인센티브(Brownfield Cleanup 

Program tax credit incentive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을 받기 전에, 던커크와 제임스타운은 뉴욕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s Program)을 통해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건전한 재개발 공사 및 개선된 

환경 품질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을 개발한 후보 지역 지정을 완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는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의 후보 지역 지정을 받아들인 후, 이들 지구가 지정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뉴욕 전 지역의 지역 리더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황폐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지정은 지역사회들이 현지의 활성화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황폐화된 지역에 

대한 혁신적인 민관 분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새롭게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2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드윅 베이 빌리지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마스터플랜(Chadwick Bay Village Master 

Plan BOA), 던커크 시: 이 지구는 레이크 이리(Lake Erie)를 따라 채드윅 베이(Chadwick 

Bay)에 위치한 537 에이커 규모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곳은 주변 지역과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14 곳의 잠재적인 브라운필드 부지가 특징입니다. 주요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및 워터프론트(Central Business District and 

Waterfront) 내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강화  

• 비어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토지 재사용 및 업그레이드  

• 독특한 워터프론트 지역사회 조성  

• 명확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개발 결정 안내  

• 개발 결정시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와의 공동 작업 권고  

• 워터프론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중 개발 및 활동 수립  

• 취업 기회를 만들고, 과세 표준을 확대하는 개발 촉진  

  

303,75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채더코인 리버 웨스트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Chadakoin River West BOA), 제임스타운 

시 이 지구는 채더코인 리버(Chadakoin River)를 따라 습지대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과 

유서 깊은 산업용 토지 이용이 혼합된 지역에 집중된, 최소 11 곳의 브라운필드 부지가 

특징인 710 에이커 규모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레이터 제임스타운 리버워크(Greater Jamestown Riverwalk)를 연결하고 

개선하며, 관광 산업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리버프론트 관광지 조성  

• 해당 지역의 도보 가능성과 안전성 개선  

•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편의 시설 확대  

•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강화  

  



 

 

269,10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atharine M.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들의 오염된 

부지는 이전에 성취했던 경제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에는 

제임스타운과 던커크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이웃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셔터쿼 카운티에 위치한 이 두 곳의 새롭게 지정된 지역들을 통해, Cuomo 주지사님과 

주의회는 우리 카운티의 미래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사회들이 번영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 과정 중에 있는 지역사회 두 곳을 더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정이 결과적으로 이 지역사회들과 전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해당 

지역사회 리더들께 감사드립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George Borrell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운티에서 두 곳의 새로운 지역이 지정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브라운필드 부지 두 곳은 이 지역사회들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부지의 생산적인 재사용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원을 보호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이 지역사회를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 애써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던커크 시의 Willie Rosa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브라운필드 

부동산을 복구하는 일은 환경을 보호하고 인접지역을 개발하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로서 던커크를 지정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던커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임스타운 시의 Samuel Teres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활성화와 경제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로 지정된 우리 지역은 

새롭게 개선된 제임스타운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추진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재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비전과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단체와 제휴하여 일합니다. 프로그램 자원이 

적용되는 인접지역 및 지구의 유형에는 공업/제조업 지구, 상업적인 선형 교통로, 주거지, 

다운타운, 워터프론트 등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을 통해 대상 부지와 지역이 기존의 부채를 지역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일자리, 수익 등을 창출하고 새로운 주택과 공공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해당 지역사회의 인접지역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는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s)의 민간 부문 정화 작업 및 재개발 공사를 

장려하는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세금 공제는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Brownfield Cleanup Program)에 등록된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관리하게 됩니다. 

주무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의 목표 및 우선 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제안된 개발을 검토한 후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의 

목표와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주무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주무부(DOS) 웹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과 관련된 지정 

세부 사항 및 추천 계획 문서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www.dos.ny.gov/opd/programs/brownFieldOpp/BOAConformance.html#_blank
https://www.dos.ny.gov/opd/programs/brownFieldOpp/index.html#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DF0CAF34B62757958525830D006803A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