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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들 타운의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 리노베이션 완공 

발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지원으로 역사적 

부지 리노베이션을 위해 350만 달러 이상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의 리노베이션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버려진 건물에 새롭게 상업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3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만들어진 이 상업 공간은 헤리티지 트레일(Heritage Trail) 

부흥의 원동력이자 다운타운의 관문으로서 보행자 통행로를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건물이었던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이 번화한 소매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미들타운 시의 커다란 진전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프로젝트의 완공에 따라 

레스토랑 접근성이 늘어나고 다운타운으로의 도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주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들타운 시는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다운타운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 도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을 변모시켜 

다운타운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유서 깊은 건물을 철도 트레일 커먼즈(Rail Trail 

Commons)로 개조하여 소매 공간을 확보하고 오렌지 카운티 헤리티지 트레일(Orange 

County Heritage Trail)과 이리 웨이 공원(Erie Way Park)과의 연결성이 향상됩니다. 

미들타운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 사례이며, 이러한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거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은 30년 이상 비어있다가 레일 트레일 커먼즈(Rail 

Trail Commons)로 리노베이션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스타일의 상업 건물로, 입점한 

상점들은 중심 통행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 카운티 헤리티지 

트레일(Orange County Heritage Trail)의 부흥을 돕도록 다운타운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세 곳의 소매점이 입점 업체로 선정되어, 다운타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입점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머 앤 베이커(Farmer & Baker)는 식료품점이자 아티잔 브레드에 특화된 

베이커리로, 소유주의 농장 및 지역 농장, 생산자로부터 제철 식품을 

공급받습니다.  

• 페인티드 호스(Painted Horse)는 아티잔 초콜렛 샾으로 초콜릿 만들기 수업도 

제공합니다.  

• 오크 앤 리드(Oak & Reed)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으로 현지 생산 재료 및 지속 

가능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농장 및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미들타운 시는 250만 달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자본 보조금을 받아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전략을 지원합니다.  

• 다운타운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기존 건물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사무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 준비 완료" 부지 및 건물 공간을 

조성.  

• 비어있는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활성화 및 도시의 과세 

표준 확대.  

•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편의점 소매점, 

레스토랑 및 기타 편의 시설 확대.  

• 기존 주민과 신규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를 유치, 창출 및 유지.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한 혁신 촉진.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가 

레일 트레일 커먼즈(Rail Trail Commons)로 변모한 것은 미들타운이 어떻게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다운타운 지역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기차고 번성하는 

타운타운은은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경제 성장, 새로운 일자리, 더욱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는 미들타운의 변화가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의 적절한 

재활용을 통해 추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6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역의 시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미들타운 시는 미드허드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1차 라운드의 우승자로 선정되었으며, 다운타운 재건에 대한 비전의 강점을 바탕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미들타운의 비전은 다운타운이 도시와 주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활기차고 번영한 중심지가 되어, 새롭고 다양한 주민, 기업 및 

방문객을 받아들이며, 그 유산을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운타운은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장소로,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Joseph M. Destefano 미들타운 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지원금 1,000만 달러를 우리 시에 지원하여 

자신감과 믿음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내에 엄청난 흥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간 부문 투자, 추가 주택 단위 생성 및 

공공 인프라 개선의 상당한 분입을 촉발했습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이었으며, 우리는 

이제 이전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의 개장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레일 

트레일 커먼즈(Rail Trail Commons) 는 세 개의 새로운 사업체의 입점을 통해 다운타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Jennifer Metz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스트리트의 새로운 레일 트레일 

커먼즈(Rail Trail Commons)는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이 우리의 작은 도시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다운타운 상업 지구의 개선을 통해 헤리티지 트레일 (Heritage Trail)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참여하려는 미들타운 시의 선구적인 프로젝트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기업과 사람들을 도시의 심장부로 끌어들이고 앞으로 수 년 

동안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들타운의 외관과 

느낌을 개선하기 위한 굳건한 헌신을 보여주신 주지사와 부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으며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 프로젝트의 

완공은 우리 도시가 이루어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계속해서 미들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방문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입니다."  

  

Steven M. Neuhaus 오렌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들타운과 같이 

번화한 도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미들타운의 경제 부흥과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들타운 시와 오렌지 카운티에 투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경제개발협의체(Mid-Huds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Mid-Hudson REDC)의 공동의장이자 뉴욕 주립 대학교 뉴 팔츠(SUNY New 

Paltz) 총장인 Donald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들타운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 부흥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울워스 빌딩(Woolworth 

Building)의 혁신이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ny.gov/programs/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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