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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WESTERN NEW YORK 

SMART GROWTH COMMUNITY FUND) 수상지역 발표 

 

알프레드, 프레도니아, 랭캐스터, 토나완다,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지원 권장 기금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수령 

 

버펄로 나이아가라 지역의 스마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을 수령하는 수상지역으로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 4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프레드 빌리지, 프레도니아 빌리지, 랭캐스터 빌리지, 토나완다 시는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보행에 적합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버펄로 빌리언 II(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 기금 1,000만 달러의 일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지역 경제를 

이끄는 다운타운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을 통해, 우리는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주거 공간, 녹지 공간 등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전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규모의 기금으로 업스테이트 뉴욕을 변화시키면서, 주민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토박이 주민인 저는 공장이 폐쇄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일은 

과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의 일부를 이용하여, 우리는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이 지역의 전체 지역사회에서 현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의 현지 경제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 웨스턴 뉴욕 전체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WNYREDC)는 스마트 성장 및 다운타운 재개발을 지역 번영 전략(Strategy for 

Prosperity)의 주요 경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마트 성장 원칙에 기반하여, 활기가 

넘치는 보행에 적합한 다운타운이나 그 인근에 위치한 사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밀레니엄 세대의 인재들이 거주하고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다운타운에 대한 투자 또한, 현지 인프라 및 지자체 

서비스 비용을 줄임으로써 재정상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신청 과정의 

일환으로, 웨스턴 뉴욕의 지역사회들은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 프로그램의 기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신청서를 검토한 후,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REDC)는 

알프레드, 프레도니아, 랭캐스터, 토나완다의 신청서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에 각각 최대 

250만 달러를 지원하라는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상 후보 지역을 승인한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직원은 제안된 프로젝트 

항목을 논의하고, 각 프로젝트 위치와 준비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추천한 

지역사회 4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보고서가 지난 8월에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REDC) 회의에서 발표된 후, 각 지역은 이 협의체의 기금 지원 

승인을 얻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DC)가 권고한 기금이 포함된 

웨스턴 뉴욕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의 수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프레드 빌리지 

권고된 교부금: 최대 250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역사적인 복원, 비즈니스 및 혁신 투자,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스마트 성장 등의 목표가 혼합된 프로젝트들에 다음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테라코타 요소를 빌딩 업그레이드 공사에 통합하여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s) 상의 건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테라코타 지붕 보존을 목표로 하는 

뉴욕주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New York Main Streets program). 

• 이 빌리지에 “고급 도예품 제조 센터(Advanced Ceramic Manufacturing 

Center)”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 제공. 



• 타운과 빌리지를 연결하는 메인 선형 교통로의 안전과 미적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244 번 도로(Route 244)의 보행자 환경 개선. 

프랜도니아 빌리지 

권고된 교부금: 최대 250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빌리지의 유서 깊은 다운타운을 

개선하여 주민, 대학생, 방문객들을 위해 강한 현지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에 다음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운타운까지 안전성, 매력적인 요소, 연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커 

커먼스를 둘러싼 워터 스트리트(Water Street)와 템플 스트리트(Temple 

Street) 주변의 거리 경관 개선. 

• 1891 오페라 하우스(1891 Opera House)의 내장 및 외관 프로젝트를 

완공하여 현지의 문화적 매력으로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선 사항. 

랭캐스터 빌리지 

권고된 교부금: 최대 250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새로운 빌리지 중심부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에 다음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인프라의 복원을 포함하여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West Main 

Street)에서 플레전트 애비뉴(Pleasant Avenue)까지 유서 깊은 거리망 

복원. 

• 복합 용도 개발 및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준수하는 주요 도로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촉진하는, 보행자 친화적이고 보행에 적합한 새로운 

빌리지 다운타운 확장 조성. 

토나완다 시 

권고된 교부금: 최대 250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워터프론트와의 연결을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들에 다음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확장된 녹지 공간을 위한 시정부 계획의 설계 및 시행, 그리고 현재 폐쇄된 

스트리트(Young Street)의 일부분을 따라 엘리콧 크릭(Ellicott Creek)과 

이리 커낼(Erie Canal) 연결. 

• 추가적인 워터프론트 트레일, 파빌리온, 기타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 

건설. 



2017년에는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을 통해 각각 

최대 250만 달러의 교부금을 던커크 시, 래커워너 시, 노스 토나완다 시, 고완다 

빌리지에 지원했습니다. 

 

2011년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스마트 성장과 다운타운 재개발을 촉진하는 여러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뉴욕을 스마트 성장을 주도하는 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베터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개선된 역사 보존 세액 공제(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프로그램, 토지 은행법(Land banks legislation), 좀비 부동산 개조, 브라운필드 

재개발 개선, 통합 도로법(Complete Streets law) 및 기금 마련, 지역사회 위험 및 

복원법(Community Risk and Resiliency Act), 모든 고령자 친화적/의료 정책 (Age 

Friendly/Health Across All Policies),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보조금(Climate Smart Communities Grants), 수제 주류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Smart Growth Community Fund)은 웨스턴 뉴욕의 카운티 

지역 5 곳 전체 지역사회에 기회를 확대하는, 버펄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Buffalo 

Main Streets Initiative)과 대중교통 지향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위해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의 기금을 제공하는 베터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의 3차 라운드를 따릅니다. 지난 3년간, 베터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은 활력이 넘치는 소형 복합용도 지역을 조성하고, 모든 주민이 지역 신규 고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2,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이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확대 실시된 이래로, 역사 보존 세액 공제 

투자는 주정부 및 연방 세액 공제 모두를 통한 36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 투자의 삼분의 이 이상이 업스테이트 뉴욕의 유서 깊은 다운타운 및 상업 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만 120 건의 완공된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투자금 7억 

2,7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4억 4,49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144 건의 추가 프로젝트들이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 투자액은 뉴욕주 내 모든 지역의 

최대 프로젝트 수와 업스테이트 지역의 최대 투자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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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가 버펄로 빌리언 II(Buffalo 

Billion II) 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성장과 투자를 유치하고 보장하기 위해, 보행에 적합하고 

활기찬 다운타운으로 이끄는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에 이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인 솔에폭시 주식회사(SolEpoxy Inc.)의 Jeff Bel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불규칙하고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우리 



다운타운은 투자 중단 사태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성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상지역들은 오늘 해당 다운타운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활기찬 장소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 겸 뉴욕 주립 대학교 프레도니아 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의 총장인 Virginia Horva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는 해당 다운타운에 투자하고 스마트 성장 

개선을 위한 투자금을 수령하게 된 수상지역들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지역 

전체에서 우리는 기존 자산을 강화하고 복합 용도 개발을 촉진하며, 녹지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도시, 타운, 빌리지 등에 

재투자하여 얻게 되는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Catharine M.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운타운 활성화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와 

특징을 보존하는 성공적인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오늘 발표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교부금 수상지역 4 곳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되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사려 깊고 창조적인 제안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한 점에 대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흥분되는 뉴스, 특히 제 

지역구에 위치한 알프레드 및 프레도니아 주민을 위한 뉴스에 대해 모든 수상지역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웨스턴 뉴욕의 미래에 대한 지지와 공약 실천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trick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랭커스터의 유서 깊은 빌리지 

복원에 대한 뉴욕의 투자는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다운타운 지역에 더 많은 활동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보행자 

친화적인 빌리지 센터를 만드는 일은 현재 주민에게 환영받는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에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ristopher Jacob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운타운 선형 교통로를 향상시키기 위한 토나완다 시 대책의 강력한 

후원자로 지내왔습니다. 웨스턴 뉴욕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Western New York 

Smart Growth Community Fund)의 이 교부금을 수상지역들이 수령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토나완다 시에는 엄청난 워터프론트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Rick Davis 시장님과 시정부 리더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도니아가 바커 커먼스 

주변의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1891 오페라 하우스(1891 Opera House)를 개보수하고 

개선함으로써, 유서 깊은 다운타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 25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 



것은 대단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커스 커먼스 주변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조성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랜 기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Monica Wallac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운타운 

랭커스터는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를 복원하고 재개발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다운타운 랭커스터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서 깊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하고 더 많은 주민 가정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지역사회 성장 기금(Smart Community Growth funding)의 랭커스터 신청을 

지지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님, 부지사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가 랭커스터의 사회 및 

사업적 개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동의하고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앨러게니 카운티 의회(Board of Legislators)의 Curtis Crand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빌리지에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빌리지는 알프레드 

주립 칼리지(Alfred state college)와 알프레드 대학교(Alfred university) 등 고등 교육기관 

2 곳이 자리 잡고 있는 앨러게니 카운티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 교부금을 수령하는 

빌리지는 소중한 지역사회에 특별한 빛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 REDC)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감사드립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George Borrell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프레도니아에서 성장한 사람인 저는 훌륭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지역사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교부금(Smart Growth 

Community award)으로 프레도니아는 다운타운 지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활력의 역사가 있는 빌리지의 경제 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나완다 시의 Rick Davi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이 25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성장 교부금(Smart Growth Grant) 수상지역으로 토나완다 시를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서 토나완다 시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우리 다운타운의 도시 재개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약화된 후 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로서 우리는 

우리 다운타운의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빌리지의 Becky Prophe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빌리지는 이 

교부금을 수령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다운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Peter McClain 부대표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프레도니아 빌리지의 Athanasia Landi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도니아 

빌리지를 계속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수령한 웨스턴 뉴욕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WNY Smart Growth Community 

Fund)을 통한 교부금으로 보행 환경을 향상시키며 훌륭한 건축물을 보존하고 유서 깊은 

우리 건물들을 복원하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랭캐스터 빌리지의 William C. Schroed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우리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팀의 신념과 노력의 절정입니다. 우리 빌리지를 이렇게 

흥분되는 시기로 발전시킬 수있는 기회를 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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