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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2 개의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 발표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도구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12개의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BOA)의 지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참가 

지역들이 휴면 상태의 황폐화되어 있는 부동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지구의 프로젝트는 보조금 제공 

최우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은 또 다른 Brownfield Cleanup Program 

(BCP)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은 주 전역에 걸쳐 

황폐화된 지역사회의 재건과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들 지역 각각은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지정은 지역 파트너들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그들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이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은 뉴욕주 국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번에 12곳이 신규로 

지정됨으로써 뉴욕주에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38곳이 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 주도하는 지역사회들 각각은 영향받는 

지구 내에서의 건전한 재개발과 강화된 환경적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된 

활성화 전략이 포함된 지정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원이 적용되는 인접 지역 및 지구 유형에는 공업/제조업, 상업 

회랑, 복합 용도 다운타운 및 워터프론트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무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부흥을 진전시키고, 우리의 도시와 타운에 활기찬 경제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일을 지원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은 

지역사회가 그들 자신의 활성화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뉴욕의 브라운필드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걸쳐 오래된 산업 현장의 정화와 재개발을 

초래했으며, 추가적인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을 오늘 발표한 것은 이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 복원과 경제 개발 양자를 고무시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 전역에 걸쳐 낙후된 

부동산을 계속 재건하고, 이를 다시 생산적 용도로 복귀시킴에 있어서, Rosado 국무장관 및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New Partners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회장 Val Washing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비전을 현실로 만들도록 돕기 위해서 수십 곳을 

지정하고, 자금 지원을 새롭게 하며, 가치 있는 브라운필드 세금 공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난 2년 내에 진정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유한 이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른 경제 개발 

프로그램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현실적 약속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og Corporation 사장 Paul Neureut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도전적인 노력이며, 세금 공제가 브라운필드의 정화 및 재개발을 재정적으로 

현실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서의 BCP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공되는 재개발 세금 공제가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주는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현장이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그 

재개발이 그 지정서나 계획에 규정된 지역사회의 활성화 비전에 부합되는 경우,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내에 소재하는 브라운필드 현장에 대한 민간 부문 정화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브라운필드 재개발 세금공제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재개발 비용의 최대 5%까지 인정되는 이 인센티브는 국무장관이 해당 지구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정서 또는 계획에 수립된 목표와 우선순위에 부합된다고 

결정하는 프로젝트로서,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자격 납세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에 추가해서, 오늘 Cuomo 주지사는 프로젝트 시행사들이 

국무장관에게 제안된 개발 사업을 검토해서, 위에 언급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부합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12곳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th Country 
 

Downtown Waterfront Core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Ogdensburg, St. Lawrence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City of Ogdensburg 다운타운 중심에서 St. Lawrence 

및 Oswegatchie Rivers를 따라 소재하는 약 330에이커로 구성되며, 158개의 브라운필드 및 

유휴지가 특징입니다. 1차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브라운필드와 저개발 프라임 

워터프론트 현장을 생산적인 경제적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핵심 권고사항은 

Diamond/Shade Roller District, Marina District, Fort de La Presentation District 및 Augsbury 

District가 포함된 4개의 재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에 중점을 둡니다. 전략적 

공공 부문 투자가 새로운 민간 자금 조달 개발을 활용하도록 돕고, Ogdensburg의 전체 

http://www.dos.ny.gov/opd/programs/brownFieldOpp/BOAConformance.html


워터프론트 변모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할 것입니다. 355,5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ty of Ogdensburg 시장 Wayne L. Ash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gdensburg의 

Downtown Waterfront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대단한 성취이며, 우리 시의 워터프론트 

활성화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계획은 우리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활기찬 자산으로서 우리의 워터프론트 브라운필드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게 될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노스 컨트리 지역을 위한 중대한 

기회입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 

 

Kingston Waterfront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Kingston, Ulster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이 시의 역사적인 Rondout Creek 워터프론트에 소재하는 25개 

이상의 브라운필드 현장으로 이루어진 70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구에는 

Rondout Creek 및 Hudson River 양자에 있는 인접지역이 포함되며, 역사적인 해양, 산업, 

소매 및 거주 개발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달성될 1차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브라운필드 재건, (ii)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개발을 하는 한편으로, 인근 고지대 지역에 대한 강력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워터프론트에 대한 공중 접근을 강화시키게 될 워터프론트 중심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복합 용도의 현장 재개발. 474,3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ty of Kingston 시장 Steven T. Nob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터프론트와 도시 중심부 

양자에서 Kingston의 산업 역사는 일부 부동산의 훼손을 남겼으며, 지난 여러 해에 걸쳐 

이들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더욱 도전적이고 어렵게 만들어왔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시행 전략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중 일부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노력은 브라운필드에 대한 구제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작업을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동산들이 개발을 위해 성숙하게 만듭니다. 뉴욕주 국무부는 지난 20년에 

걸쳐 우리의 워터프론트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그 지원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활기차고 번성하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구축과 개선에 있어서 

이러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워트프론트 지역을 계속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준 국무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ong Island 
 

Peconic River/Route 25 Corridor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Town of Riverhead, Suffolk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Peconic River를 따라서 Riverhead 다운타운에 있는 

452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18곳의 잠재적인 브라운필드와 유효지가 특징입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농업 및 생태계 관련 관광업을 

강조하고 수용하는 개발을 유치함으로써 다운타운 활성화, (ii) 메인 스트리트와 아울러 예술 

및 역사 지구 강화, (iii) 다운타운을 더욱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iv) 특유의 문화적 명소 

제공, 그리고 (v) 워터프론트 이용 가능성 및 다양한 여가 기회의 향상. 567,0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Town of Riverhead 슈퍼바이저 Sean M. Walt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wn of 

Riverhead는 Peconic River/NYS Route 25 Eco Corridor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뉴욕주 국무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Woolworth 빌딩 개장, 다수의 신규 

사업체 개업, 그리고 이스턴 롱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종류 중에서 최초인 새로운 공유 오피스 

개념 빌딩 개장을 포함해서, 단지 지난 4년 내에 Historic Downtown Riverhead가 7,000만 

달러가 넘는 공공 및 민간 양 부문의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개발의 물결을 보고 있음에 따라,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 대한 검토는 완벽히 시기가 적절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자금 지원은 Riverhead 다운타운이 똑똑한 개발 경로를 계속 진행하도록 도왔고, 

Riverhead가 서퍽 카운티에서 투자를 위한 새로운 핫 스팟이 됨에 따라, 우리 타운이 기존 

상태의 경제적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재사용 및 개발 기회를 타겟으로 

삼으며, 교통 및 주차 문제를 경감시키고, 구역 설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Hamlet of Riverside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Town of Southampton, Suffolk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롱아일랜드 동쪽 끝에 있는 Hamlet of Riverside의 468에이커 

구역으로 구성되며, 낙후되고 방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지구에는 최소한 15곳의 잠재적인 

브라운필드 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황폐화 시설 제거, 재개발을 통한 부동산 업그레이드, 그리고 Hamlet의 과중한 

학교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수 창출 개발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신규 상업 시설의 지역 유치. 236,9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Town of Southampton 슈퍼바이저 Jay Schneide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wn of 

Southampton은 우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계획 준비 전 과정 내내 뉴욕주 국무부가 

제공한 자금, 파트너십 및 안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Hamlet of Riverside의 활성화를 위한 

이 계획은 지역사회의 완전한 지원과 참여 또한 향유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 지역사회, 

부동산 소유자 및 시행사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고대합니다. Town of Southampton 및 

롱아일랜드의 이스트 엔드에 대한 중요한 관문에 있는 Peconic River에서 황폐화된 

지역사회를 활기찬 중심지로 변모시키게 될 이 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뉴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Huntington Station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Town of Huntington, Suffolk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Town of Huntington의 LIRR 기차역을 중심으로 하는 640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27곳의 잠재적 브라운필드 현장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지구는 

기차역 주변에 소재하는 차고, 지상 주차장 및 유효지와 저개발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도시 재생 노력 동안 진행된 대규모 청소의 결과물입니다. 1차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호텔, 상업용, 소매용 및 주거용 개발 및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LIRR 역 인접 지역에 구축되는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ii) 길거리 

상황 개선, 그리고 (iii) 새로운 이웃과 사업 활동이 발생하도록 화합하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브라운필드 현장의 재건 및 재개발. 340,0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Town of Huntington 슈퍼바이저 Frank Petr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은 Huntington Station에서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반세기 전에 활기찬 지역사회였던 상태로 회복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지정은 우리 타운이 뉴욕주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 세금공제를 활용하고, 보조금 

및 자금 지원 신청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우리 타운의 계획 시행을 

현저히 강화시키게 됩니다. Huntington Station을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국무부에 감사드립니다.” 
 
New York City 
 

Harlem River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Bronx, Bronx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South Bronx에 있는 West 149th Street에서부터 Harlem River가 Hudson River를 만나는 

곳까지의 워터프론트를 따라서 북쪽으로 연장되는 토지의 좁고 긴 지역인 Harlem River의 

Bronx 측에 있는 200에이커가 넘는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구는 약 63곳의 유효지와 

저개발된 브라운필드 현장과 아울러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Harlem River Greenway에 의해서 

연결되고, 더 큰 NYC 및 Putnam 그린웨이 시스템에 연계되는 워터프론트 공원들의 동적 

지역의 개발, (ii) 워터프론트를 따라서, 그리고 고지대 지역사회에 대한 전략적 연결, 그리고 

(iii) 검토 지역 내에 있는 토지들의 환경적 재건 및 복원. 355,23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Bronx 자치구 대표 Ruben Diaz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arlem River 브라운필드 

지정에 대해서 Cuomo 주지사와 국무부에 감사를 드리고자 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Bronx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 및 공원부(Parks Department)의 장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치하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과 개선된 삶의 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구축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개시부터 Harlem River 브라운필드 검토를 지지해왔습니다.” 
 

Bronx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 대표자 Joyce Hog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ronx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는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 및 프로그램에서 

자연적인 생물학적 재건과 생태적 복원을 통해서 Harlem River 브라운필드 풍경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환경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 점에 대해 뉴욕주와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공원부 커미셔너 겸 FAICP Mitchell K. Silv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부는 활성화된 Harlem River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Bronx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와 협력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 도시는 이 비전을 실현할 

준비를 보다 잘 갖추게 됩니다.” 
 

Cypress Hills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Brooklyn, Kings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462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Brooklyn의 Cypress Hills/East New York 인근 지역에 

있는 40개의 잠재적인 브라운필드 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인근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적정 가격의 주택 및 신규 



고용 기회 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현장의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 

전반의 재설정, (ii) 공원과 개방된 공간으로의 향상된 접근성, 그리고 (iii) Cypress Hills/East 

New York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헤택을 제공할 신선 식품의 보다 많은 이용 가능성. 

1,418,743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Brooklyn 자치구 대표 Eric L.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Brooklyn 전역의 

지역사회에 토지의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철저하게 적정 가격인 주택의 

제한적 공급,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의 이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공간 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Cypress Hills 및 East New York에서 개발을 위해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462에이커의 토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초석인 가정과 

소규모 사업 소유자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Brooklyn에서 가격 적정성이란 도전과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원도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여력이 없습니다.”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상임이사 Michelle Neugebau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에 대한 전념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지역사회 계획수립을 통한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의해 제시된 기회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된 자원과 관심에 대해서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지정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인한 모든 

우선순위들에 해당되는, 철저히 적정한 가격의 주택, 확대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활동, 

새로운 지역사회 시설 및 인근 지역 내의 보다 많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해서 Cypress 

Hills/East New York 인근 지역에서 증가된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기쁘고 

희망적입니다.” 
 

West Brighton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Staten Island, Richmond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약 120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Staten Island의 North Shore 중 West 

Brighton 부분에 있는 Richmond Terrace를 따라 소재하는 41곳의 잠재적 브라운필드 

현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Staten Island의 5마일 길이의 North Shore 

워터프론트 중 2마일 부분이 포함되며, 해상, 산업 및 주거 용도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역사적 지역 

중심부에서의 복합 용도 개발 촉진, (ii)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해상 산업 부문 강화, (iii) 

워터프론트에 대한 공중 접근로 증대, (iv) 다양한 형식의 연결 시설 및 이동성 개선, 그리고 (v) 

살고 일하기에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산업 오염 시정. 339,3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Staten Island 자치구 대표 James S. Odd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West Brighton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국무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taten 

Island의 이 지역은 Richmond Terrace 워터프론트를 따라 있는 활기찬 해상 산업을 

포함해서, 커다란 잠재력과 다양한 용도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공공 지원 과정에 참여한 모든 해당 지역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지정은 이 

지역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West Brighto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상임이사 Loretta Cauld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st Brighton Communit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은 West Brighton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2년에 걸쳐 진행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의 공개적인 지원 행사와 워크숍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 사업체 

운영자들, 부동산 소유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기여의 산물입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은 이 공적 지원 절차를 추진하도록 도왔으며,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구성하고 다듬었으며,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NYC 환경 교정국 디렉터 Daniel Wals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Cypress Hills 

LDC, Bronx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및 West Brighton LDC가 그들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훌륭한 일처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지역의 필요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개발할 브라운필드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관여시키기 위해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과 NYC 브라운필드 인센티브 

보조금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de Blasio 시장의 OneNYC 계획에 따라 수립된 장소 

기반의 지역사회 프라운필드 계획수립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뉴욕주 

국무부에 의한 이번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은 필수적인 환경 정화를 촉진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투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비전을 추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Southern Tier 
 

First Ward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Binghamton, Broome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대략 506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41곳의 잠재적 브라운필드 현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지구는 Chenango River와 I-86 회랑지대 사이에서, City of Binghamton 

다운타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업 지대의 거주 및 근로 

지역이라는 복합 용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Charles Street Business Park의 완전한 재건, (ii) 민간 투자에 대한 시장성 

있는 기회 제공, (iii) 주택 안정 및 재개발, (iv) 복합 용도의 신축 시설 및 상업적 활성화, 

그리고 (v) 강화된 관문 및 거리 경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연결시설, 홍수 방지 및 경감 

등과 같은 공공시설 개선. 347,00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North Chenango River Corridor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Binghamton, Broome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남쪽으로 Henry St., 동쪽으로 Brandywine Highway, 

북쪽으로 Bevier St., 서쪽으로 Chenango River를 포함하는 경계로 해서, 시의 북중앙 

부분에 있는 약 407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구는 28곳이 넘는 브라운필드 

현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주택 및 

식료품점 등 지역사회의 필요사항에 대처하는 신규 개발, (ii) 비어 있고, 악화 중이며, 버려진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의 재건, (iii) 복합 용도의 신축 개발, (iv) Binghamton Plaza를 

완전히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시키는 등, 전략적 현장을 전화시키기 위한 재개발, (v) 시의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검토 지구의 보다 양호한 통합, 그리고 (vi) 출입로 개선, 강변/관문 

개선 등 공공시설 개선. 147,570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ty of Binghamton 시장 Richard C. Dav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irst Ward 및 North 

Chenango River Corridor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경제 개발을 위한 믿기 어려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계획수립 절차는 이러한 핵심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평가하고 계획하는 시의 지속적 노력을 보완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은 

황폐화된 지역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사업 지구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Southside Rising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Elmira, Chemung County: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City of Elmira의 남동쪽에 소재한 440에이커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대략 

북쪽은 Chemung River, 서쪽은 South Main Street, 남쪽은 Miller 및 Morrow Street, 그리고 

동쪽은 Robinson Street를 경계로 합니다. 36개가 넘는 잠재적 브라운필드를 특징으로 하는 

이 지구에는 버려지고, 비어 있고, 저개발된 수많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지역사회 강화를 위한 구역설정 및 디자인 

기준 업데이트 및 주택 재고 재건, (ii) South Main Street 회랑지대의 복합 용도 신축 개발 및 

거리 경관 개선, (iii) Chemung Foundry, Erie Plaza 및 Red Barn 부동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전략적 현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재개발, 그리고 (iv) 강화된 

관문, 공원 및 보행자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개선. 271,736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ty of Elmira 시장 Daniel Mand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Elmira의 Southside 

Rising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활성화 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과 안내를 제공한 점에 대해 

뉴욕주와 특히 국무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South Main Street에 

대해서 New York Main Street 자금지원으로 200,000달러를 이미 받았으며, Chemung 

Crossing Neighborhood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부의 

2015년 통일 자금 지원에 따라 추가로 380만 달러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 투입된 작업은 시를 위한 새로운 종합 마스터 계획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의 일부는 Elmira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대상 

지역내에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운필드 현장에 대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지역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내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뉴욕주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Mohawk Valley 
 

Waterfront Heritage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City of Amsterdam, Montgomery County: 

Waterfront Heritage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는 Mohawk River 워터프론트와 시의 다운타운을 

따라 있는 약 104에이커의 토지로 구성되며, 14곳의 브라운필드, 비어 있거나 저개발된 

현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취되어야 할 1차적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새로운 주거, 상업 및 사무실 용도를 통한 다운타운의 상업적 핵심 및 과세 

기반 강화, (ii) 철도 교통 선택방안 확인, 그리고 (iii) Southside 인근지역, 워터프론트 및 

다운타운 사이의 확정적인 보행자 및 차량 연결시설 설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지정서에 

포함된 핵심 권고사항은 지구의 재개발을 위한 기폭제가 될 프로젝트들과 그 밖의 조치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Chalmers 현장 재개발, 거리 경관 개선시설 확장, 고품질 통신 



인프라 설치, 복합 형식 및 복합 용도 시설로서 Amsterdam Train Station을 상업 핵심부로 

재배치하는 조치, 그리고 “Restaurant Row” 생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민족성 기념이 

포함됩니다. 총 172,982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이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ty of Amsterdam 시장 Michael V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Waterfront Heritage 

지구가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와 

협력하면서, 우리는 시의 다운타운과 워터프론트 지역을 위한 활성화 전략을 개발해왔으며, 

이는 향후의 개발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우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에서 이미 3,200만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의 

정식 지정에 의해 부여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계획들을 강화시키고, 

Amsterdam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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