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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COMMUNITIES
INITIATIVE, NY RESTORE)의 제 5 차 프로그램을 통해 웨스턴 뉴욕 지자체에 지원금 약
880 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

황폐해진 지역을 재개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7 건의
프로젝트 재정 지원
뉴욕주 전 지역의 71 개 프로젝트에 약 8,100 만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Communities Initiative)의 제 5 차 프로그램을 통해 웨스턴 뉴욕 지자체 7 곳에 지원금 약
880 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은 웨스턴
뉴욕에서 롱아일랜드까지 지역사회에서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여 지자체 활성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약 8,100 만 달러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자체 71 곳에 지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사회는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유지하고 기업과 가정이 뉴욕에 뿌리 내리고 터를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Communities Initiative)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사회를 파악해서 해당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투자하여, 뉴욕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는 지역사회로 변모시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을 둘러 보면서, 예전의
매력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물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지원금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방치된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initiative)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경제 개발 기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리더들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사회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 Communities Initiative)의 제 5 차
프로그램은 2017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7 State Budget)에 반영되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맡았습니다. 모든 시, 타운 및 빌리지가 비어 있거나, 방기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남아
도는 부동산의 철거, 해체, 재건 또는 재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강조하고 장려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회복 계획(Restore New York)은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와 다운타운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의 지원으로 도시와 타운들이 황폐해진 빈 건물을 철거하는
동시에 낡은 구조물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프로젝트
•

•

•

•

•

버펄로시 - 3,998,549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노스랜드 애비뉴 777 번지(777
Northland Avenue)에서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더불어 이스트 델러번
애비뉴 537 번지(537 East Delavan Avenue)를 복원하고 재개발하여
노스랜드 선형교통로(Northland Corridor)의 활성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철거 공사를 통해 이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재개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시 - 200 만 달러 - 6 채의 건물이 철거된 후, 이 도시의 3
번 스트리트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지구(Third Street Entertainment and
Cultural District)의 1 층에 36 가구의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 매장이
들어서는 복합 용도 건물로 재개발됩니다.
던커크시 - 100 만 달러 - 이 도시의 다운타운 하버 프론트 지구의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23-25 번지(23-25 Lake Shore Drive)에서 4 층의 빈 건물을
소매 및 또는 레스토랑 공간과 시장 시세의 로프트 아파트를 갖춘 복합
용도 시설로 재개발.
제임스타운시 - 100 만 달러 - 워싱턴 스트리트 318 번지(318 Washington
Street)의 제임스타운 바이킹스 로지(Jamestown Vikings Lodge)는 지난
10 년간 빈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 층 건물을 복합 용도의
상업 시설로 재개발할 것입니다.
록포트시 - 50 만 달러 - 이리 운하(Erie Canal)와 록포트의 유서 깊은 다섯
수문의 계단(Flight of Five Locks)에서 도보 거리에 있는 록포트 다운타운

•

•

관문의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West Main Street) 13 번지 및 17 번지
재개발.
노스 토난완다시 - 161,167 달러 - 토나완다 아일랜드의 미래를 위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 용도 개발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기 위해
브리지 스트리트 (Bridge Street)의 이전 소방 훈련 타워 철거.
블래스델 빌리지 - 10 만 달러 - 사우스 파크 애비뉴(South Park
Avenue)에서 오래 비어있던 건물 2 채를 새로운 주거 및 상업용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프로젝트들의 완전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는 뉴욕주가 단행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펄로에
활기를 가져오고 미래 세대가 보금자리로 삼은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에 계속 주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atharine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다운타운 건물의 낡은
외관과 비어있는 상점 전면은 도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건축의 보석입니다. 뉴욕 회복(Restore NY) 기금 880 만 달러
조성에 관한 흥분되는 뱔표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이 목표는 제가 지원한 것이
자랑스러운 제 지역구의 프로젝트 2 개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7 개를 지원하는 웨스턴
뉴욕의 발전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바이킹스 템플 로지(Vikings
Temple Lodge)와 던커크의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Lake Shore Drive) 건물은 각각
100 만 달러의 복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개발을 보완하고 이 가치있는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주지사님의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지역사회가 누릴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우리 지역 전체에서
방치되어 황폐해진 빈 건물들을 재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활용도가 낮은 건물들을 지역사회 주변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웨스턴 뉴욕주가 재기하면서 거둔 성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웨스턴 뉴욕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회복(Restore
NY) 기금은 재개발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낡은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복원 과정을 통해 빈 건물을 다른 용도의 재개발로 이끈, 버펄로가 재기하는 데 활용한

중요하고 성공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은 뉴욕 회복(Restore NY) 프로그램
없이는 오늘과 같은 곳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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