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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5월 17일 

CUOMO 주지사, 5개 지방 자치 단체에 LAND BANK (토지 은행) 설립 발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커뮤니티내 공익을 더 잘 꾀하기 위해 비어 있고 버려진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Land Bank (토지 은행) 설립을 추구하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5개의 
지원서의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을 2011년 7월 
법령으로 제정했으며, 제 1 라운드 지원서가 몇 달 동안의 철저한 검토후 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 의해 오늘 승인되었습니다. 
 

“이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도시 황폐를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를 
강화할 경제 발전의 소스로 변형시키도록 해 줍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은 저희 고전하고 있는 도시 커뮤니티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제 정부의 
도시 관련 안건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승인된 지원서로 지방 자치 단체들은비어 있고, 
버려졌으며, 세금 체납된 부동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 라운드 승인된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ffalo 도시들, Lackawanna, Tonawanda 및 Erie 카운티 
• Syracuse시 및 Onondaga 카운 
• Schenectady시, Schenectady 카운티 및 Amsterdam 시 
• Chautauqua 카운티 
• Newburgh시 

 

“이 지원서들은Land Bank (토지 은행)이 그들의 커뮤니티내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저희들은 그들이 차이를 만들거라 크게 기대합니다,”라고 ESD 회장, 최고 경영자 겸 이사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으로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도시 지역을 경제 발전을 통해 재건립하고 저희 커뮤니티의 
특성 및 경제 활력을 복원할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하에서 10개의 Land Bank(토지 은행)는 지원서 승인 자격을 가진 
ESD와 함께 고안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 1 라운드의 최초 5개 Land Bank (토지 은행) 승인에 
이어 ESD는 제 2 라운드에 추가로 5개의 Land Bank (토지 은행)를 선발할 예정이므로, 제 1 
라운드에서 선발되지 않은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재지원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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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alo, Syracuse 및 Schenectady 지원서와 관련하여 Land Bank (토지 은행)를 실행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지원하는 데 중대한 상세 협력 노력이 실행되어왔습니다. Chautauqua 카운티와 
Newburgh가 그들의 지원서내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한 반면, 이들 
각각은 지원과 관련한 여러 서신을 제출하고, 추후 그들의 지리적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지원서에 제시된 실행 계획, 자금 제공 및 현금 지급 
서비스에 기초하여 Land Bank (토지 은행)이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 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지지한 전 주 의회 하원 의원인, Empire 
State Development 지역 의장 Sam Hoyt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으로 이 커뮤니티들은 비어 
있는 부동산을 장악하여 공익을 더 잘 꾀할 수 있는 곳에 재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첫 
단계는 새 경제 개발 계획으로 이어져 주 전역에 걸친 지역을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에서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의 고안에 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한 주 상원 의원 David 
J. Valesky는,  “이는 Syracuse와 Onondaga 카운티를 위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Greater Syracuse 
Proper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창립으로 저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과세 표준을 
증가시키며, 뉴욕주 중부 경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경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또 다른 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ESD 회장 Adams가 Land Bank (토지 
은행)이 저희 주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경제 개발에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 것을 
격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rie 카운티 행정관 (Executive)  Mark C. Poloncarz는, "비어 있고, 버려졌으며, 세금 체납된 부동산의 
문제점이 저희 지역 전체 지방 자치 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Cuomo 주지사의 도움으로 Erie 
카운티는 이 문제에 landbanking (토지 은행의) 해결책을 적용하는 뉴욕주 최초 카운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Buffalo, Lackawanna 및 Tonawanda시는 물론 카운티 전역의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에 종합적이고 지역적으로 접근하여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주지사의 오늘 발표로, 비어 있고 버려진 부동산의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더해졌습니다.  나아가, Buffalo시는 Erie 카운티와 Lackawanna 및 
Tonawanda시는 물론 Buffalo시만의 문제가 아닌 그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Erie 
카운티내 모든 타운 및 빌리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ckawanna시장 Geoffrey M.  Szymanski는, “저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andbanking (토지 은행)은 저희들이 양면 작전으로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Lackawanna의 경관을 바꿀 것입니다. Landbanking (토지 은행)은 압류된 부동산과 
황폐화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할 부동산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landbanking (토지 
은행)에 의해 구조될 수 없는 황폐를 막기 위해 폭파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황폐화 
문제점을 개선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1980년 이래 시작되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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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awanda시장 Ronald Pilozzi는, “Tonawanda시는 Erie 카운티 Land Bank (토지 은행) 이니셔티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Erie County 지방 자치 단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을 찾기 위한 추가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과 경영 및 계획 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함게 일한 Cuomo 주지사와 지역의 선출된 관료들은 
격찬받아야 합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Executive) Joanie Mahoney는, “이 Land Bank (토지 은행)의 승인은 
Onondaga 카운티에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Land Bank (토지 은행)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도시 및 
교외의 버려지고 비어 있는 부동산을 재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yracuse 시장 Stephanie A.  Miner는, “다시 한 번 저희 지역은 국지적인 관심보다 발전을 중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내 최초 Land Bank (토지 은행)들 중 하나로 지명된 Greater Syracuse 
Property Development Corporation은 최근 형성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간 혁신적인 파트너쉽의 
증거로 Onondaga 카운티 전역의 비어 있고 세금 체납된 부동산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다룹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chenectady 카운티 국회 의원 Jeff McDonald는, “저희 지역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소중한 
툴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속에 지역 
재개발은 저희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Schenectady시 및 카운티의 
납세자와 주민을 위한 큰 승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chenectady시장 Gary McCarthy는, “Schenectady시는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이 중요한 지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새 Land Bank (토지 은행)은 
저희들이 저희 Home Ownership (내집 마련)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Schenectady시내 고급 주택을 
지으며, 저희 주민과 지역 및 도시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msterdam 시장 Ann Thane은, “저는 저희 커뮤니티에 이 기회를 부여한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파트너쉽은 저희 선거구를 위한 좋은 징조로 이 지역을 위한 발전의 새로운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Schenectady시 개발부의 도움으로 이 엄청난 비젼과 노력이 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autauqua 카운티 행정관(Executive) Greg Edwards는, “저는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을 
고안한 Andrew M.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가 보여준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비어 있고 버려진 부동산으로 인한 저희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 중 하나를 착수하도록 해 줍니다. 저희들은 뉴욕주내 설립되는 최초 5개 Land Bank (토지 은행) 
중 하나가 Chautauqua 카운티에 있어 기쁩니다. Land Banking (토지 은행) 개념은 저희들의 수상한 
종합 계획 – Chautauqua 20/20 –의 ‘최우선 순위’ 조치 단계로, 저희가 선택된 것은 저희 카운티에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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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urgh시장 Judy Kennedy는, “저는 저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재건립하여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을 지지하고 믿어주신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 구조로 Newbrugh 커뮤니티 Land Bank (토지 
은행)는 균형이 잡혀 다년간 이 도시의 골치를 섞여온 버려진 부동산 및 공터의 재건립을 
적극적으로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Land Bank (토지 은행)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esd.ny.gov/BusinessPrograms/NYSLB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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