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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 개관 발표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한 이전 나이아가라 폴스 학교의 변화  

  

새롭고 저렴한 아파트 61 가구와 2만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보수된 

학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 사우스 중학교(South Junior High School)를 61 

가구 혼합 소득 주택 개발지로 전환시킨 2,44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제공 외에도, 

현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해 약 2만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티지 로드 561 번지(561 Portage Road)에 위치한 이 복합 단지는 

주지사의 주택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전례없는 공약의 일환입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전 지역의 10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 및 6,000 가구의 지원 주택을 건설 또는 

보전하기 위한 2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폐허가 된 

건물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 대한 가장 

최근의 투자를 통해, 이 이전 중학교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 일부에게 저렴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세대 동안 나이아가라 지역사회의 성장을 우리가 지원하는 

대로 기업들이 확장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년 넘게 비어 있었던 사우스 중학교(South Junior High School)는 공공의 위험으로 

간주되어 납세자의 철거 기금 약 12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위험도와 비용 부담 

모두가 발생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이전 학교로서 시정부 세금, 카운티 세금, 교육청 세금 

등이 100 퍼센트 면제되어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 

프로젝트는 한때 폐허가 된 역사적인 자산을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나이아가라 폴스 

경제에 편입될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에서 제공하는 임대 가구 61 가구 중에서 51 

가구는 지역 중간 소득 60 퍼센트 이하의 소득인 가정으로 지정되며, 10 가구는 시장 

가격에 따른 임대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 사무실, 엘리베이터, 

컴퓨터실이 있는 커뮤니티 룸, 피트니스 시설, 세탁 시설, 주차장, 놀이터, 세입자 보관 

창고 등이 3 층 벽돌 건물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중 10 가구는 이동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출입이 가능하고 거주가 편리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3 가구는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출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에는 미스 태미의 댄스 스튜디오(Miss 

Tammi's Dance Studio), 공공에 임대 가능한 창고 시설, 미스 태미의 스튜디오(Miss 

Tammi's)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모임 및 행사를 위해 임대할 수 있는 복원된 

강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000 평방 피트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를 위한 기금에는 (i)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를 통한 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및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ii)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뉴욕 복구(Restore-NY) 기금으로 500만 달러, (iii) 연방 및 뉴욕주 역사보존 

세액공제액(Federal and New York State Historic Tax Credit Equity)으로 약 700만 달러, 

(iv)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자금 123,000 달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과금을 포함한 총 

임대료는 한 달에 475 달러에서 831 달러에 이릅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서 진행 중인 인접 

지구 및 상업 지구 개선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개보수된 직원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나이아가라 예술 문화 

센터(Niagara Arts and Cultural Center)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타운 관광 

지구에서 2 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나이아가라 폴스의 주민 가족 및 이전에 노숙자였던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월넛 애비뉴 홈즈(Walnut Avenue Homes)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를 구성하는 아파트 61 가구 및 상업 공간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도시에 활기를 더할 것입니다. 이곳은 뉴욕의 다운타운을 더욱 거주하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 혁신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CB 엠마뉴엘 부동산 회사(CB Emmanuel) 및 에지미어 

개발 주식회사(Edgemere Development)의 우리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http://www.nyshcr.org/Press/news1705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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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건물을 저렴한 

주택으로 바꾼 사업 덕분에 나이아가라 폴스의 중심부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나이아가라 폴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와 그 주변의 인접 

지역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석 역할을 하여 이 지역이 추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중학교(South 

Junior High)는 연방 및 뉴욕주 역사보존 세액공제(Federal and New York State Historic 

Tax Credi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자원 조합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랜드 마크 건물들을 개보수하여 흥분되는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의 활용도가 낮거나 비어 있는 역사적인 부동산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적인 개발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현재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진행 중인,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및 

뉴욕주 역사보존 세액공제(Federal and State Historic Tax Credits)를 받기 위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없이, 웨스턴 뉴욕의 역사적 

구조물을 선정하여 새롭게 다시 만드는 사우스 중학교(South Junior High) 개보수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제거 위험에 처한 

연방 역사보존 세액공제(Federal Historic Tax Credit)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급하게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새로운 에너지의 최신 시연입니다.”  

  

Rob Ortt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가 폴스에 편입된 것을 환영합니다. 기존 부지의 혁신적인 재사용을 통해, 우리는 

필수적인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귀중한 자산에 다시 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나이아가라 폴스에 활력과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Paul Dyster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강력한 협력관계와 의사소통의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오랫동안 비어있고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을 다시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CB 엠마뉴엘 부동산 회사(CB 

Emmanuel)는 나이아가라 폴스 시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인상적인 개보수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철거 대신에, 이전의 사우스 중학교(South Junior)는 

지난 5 년간 4,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를 경험한 주거 인접 지역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CB 엠마뉴엘 부동산 회사(CB EMMANUEL)의 Benathan Upshaw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B 엠마뉴엘 부동산 회사(CB Emmanuel)는 이 지역사회 자산을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이아가라 시티 로프트(Niagara City Lofts)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에서 공공 민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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