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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다운타운 엘마이라의 두 다목적 주택 개발 완료 발표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으로 

135가구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 공급  

  

다운타운 엘마이라 활성화를 위한 지상층 상업 공간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경제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운타운 엘마이라에 새로 지은 저렴하고 편리한 두 

다목적 주택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을 합쳐 총 135가구의 저렴한 새 주택과 총 

6,000평방피트가 넘는 규모의 지상층 상업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발은 

더 생동감 있고 걷기 좋은 다운타운 엘마이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 주 

투자의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개발은 다운타운 엘마이라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렴한 주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더 강하고 공정한 뉴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마이라 다운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최근의 뉴욕주 투자입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일환으로 엘마이라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좋고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엘마이라의 중심지를 활기차고 걷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는 오래도록 비어있고 유서가 깊은 존 더블유. 존스 

코트 아파트(John W. Jones Court Apartments)를 다목적 시설로 변환하는 2,000만 달러 



 

 

규모 개발입니다. 624 볼드윈 스트리트(624 Baldwin Street)에 위치한 이 건물의 

지상층에는 이제 90개의 저렴한 아파트와 헤드 스타트(Head Start) 시설 및 협동 식품 

시장이 있습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는 2019년에 뉴욕주 역사보존상(Historic 

Preservation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뉴욕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대한 탁월함을 인정합니다.  

  

존 더블유. 존스 코트 빌딩(John W. Jones Court building)은 2017년에 국가 유적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선정되었습니다. 탈출한 노예이며 지하 

철도(Underground Railroad) 참가자인 John W. Jone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개발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후에 

지어졌습니다. 엘마이라 주택청(Elmira Housing Authority)이 1999년에 세컨드 플레이스 

이스트(Second Place East) 노숙자 보호소가 될 때까지 이 건물을 운영하였으며 

200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Area Median Income)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20가구의 아파트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젝트(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될 

이전 노숙자 퇴역 군인들을 위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비스는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프로그램 주식회사(Economic Opportunity Program, Inc., EOP)에서 

제공합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를 위한 기금으로 연방 저소득 거주 세제 혜택(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이 자본으로 590만 달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보조금으로 87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5,300만 달러의 자본을 창출한 연방 및 주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를 수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는 베시노 

그룹(The Vecino Group)이었습니다.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은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South Main Street) 인근에 

흩어져 있는 저렴한 다목적 주택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전의 빈 부지에 6개의 

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두 개의 역사적인 건물을 복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8개 건물 

전체에 45채의 저렴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Area Median 

Income)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 중 일곱 가구의 

아파트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외상성 뇌 손상을 가진 입주민들을 위해 

확보되었습니다.  



 

 

  

226-230 에스. 메인 스트리트(226-230 S. Main Street)와 204-206 더블유. 헨리 

스트리트(204-206 W. Henry Street)의 두 유서 깊은 건물은 현지 건축가 Huron O. 

Smith가 설계하고 188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다목적 상업 빌딩과 융합된 

빅토리아풍 고딕(Victorian Gothic) 건축의 온전한 예입니다. 두 건물 모두 이제 지상층 

상업 공간과 위층의 새로 개조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20만 달러 규모의 개발을 위한 뉴욕주의 자금은 연방 정부와 뉴욕주의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가 창출한 910만 달러의 자본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390만 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31,000달러를 포함합니다. 또한,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은 

자본으로 110만 달러를 창출한 연방 및 주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를 

받았습니다. 엘마이라 시가 추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는 하우징 

비전스(Housing Visions)였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 정부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천 가구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존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노숙자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서던 

티어에 1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5,000명의 주민을 위한 2,0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존 또는 조성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이 사람과 기업을 

다운타운 도시 중심지로 되돌려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ing)은 엘마이라의 역사와 건축 

특성이 앞으로 수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건물을 보수합니다. 함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을 돕고 있는 우리의 많은 파트너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State Park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의 이 두 프로젝트는 과거를 보존하고 21세기 뉴욕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 개발은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고 다운타운 엘마이라와 거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엘마이라 시, 셔멍 

카운티 전역과 서던 티어 전역의 가족 및 거주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및 다목적 



 

 

시설을 확보하는 지속적인 투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수많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우리 지역사회의 전체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ristopher Frien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영받는 두 

프로젝트는 뚜렷한 두 건물을 훌륭하게 개조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에 꼭 

필요했던 엄청나게 힘든 재개발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한 책임감 있는 개인 및 공공 

단체들에 인정과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민간 개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아파트는 많은 가족과 개인에게 좋은 

주택의 축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셔멍 카운티 행정책임자 Christopher Mos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타드(Libertad)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의 개통은 셔멍 카운티와 

엘마이라 시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주택 이상을 

창조하는 리버타드(Libertad)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 싸운 재향 군인을 위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셔멍 크로싱(Chemung 

Crossing)의 이니셔티브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카운티와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미래의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Dan Mandell 엘마이라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와 셔멍 크로싱(Chemung Crosing)의 완공으로 우리의 다운타운에 135가구의 

저렴한 새 아파트를 더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엘마이라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 주 파트너, 하우징 비전스(Housing 

Visions), 베시노 그룹(Vecino Group),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프로그램(Economic 

Opportunity Program)에 감사드립니다."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프로그램 주식회사(Economic Opportunity Program, Inc.) 

최고경영자 Andrea Ogunwum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 프로젝트는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꿈과 

비전을 상징합니다. 재향 군인, 주민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함께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보육 교실, 건강 및 보건 서비스, 댄스 수업이 있는 운동실, 컴퓨터 도서관 영역을 

제공하여 주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 

식품 및 공예 시장은 주민과 기업가를 위한 소상공인 벤처를 제공합니다.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하며, 이코노믹 

오퍼튜니티(EOP)는 우리 지역사회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베시노 그룹(The Vecino Group)의 회장인 Rick Manzar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무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베시노 그룹(Vecino Group)은 리버타드 



 

 

엘마이라(Libertad Elmira)가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기회와 선택으로 삶을 번성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통해 

이웃의 힘을 온전히 믿습니다. 리버타드(Libertad)는 이를 완벽히 구체화한 것입니다. 

리버타드(Libertad)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과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프로그램(EOP)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우징 비전스(Housing Visions)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Ben Lockwoo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우징 비전스(Housing Visions)는 셔멍 크로싱(Chemung Crosing)의 

시작과 함께 엘마이라 시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 기쁩니다. 엘마이라의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에 있는 역사적인 구조물을 적응시켜 재사용하는 것은 이 주변 

지역에서 처음인 상업 및 거주 세입자를 위한 최초의 시도이며, 여러 주변 건물들의 

재개발과 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엘마이라 시와 함께 이 시에 양질의 편리하고 저렴한 

상업 및 주거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의 일부입니다. 재능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사업을 발전시키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서던 티어의 실업률은 대침체(Great 

Recession) 이전 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 시, 코닝과 같은 장소를 선택해 성장 및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5억 달러의 주 정부 

투자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10,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예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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