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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OHAWK VALLEY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29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예산예산예산예산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400여개여개여개여개 일자리의일자리의일자리의일자리의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뒷받침하는뒷받침하는뒷받침하는뒷받침하는 프로젝트들프로젝트들프로젝트들프로젝트들 

 

 

Andrew M. Cuomo 지사는 800만 달러의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CDBG)이 Fulton,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Schoharie 카운티의 29개 경제 개발 

및 커뮤니티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수여되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원은 주지사의 지역 

협의회 이니셔티브의 제 2차분으로서 Mohawk Valley 지역 경제개발협의회(Mohawk Valle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MVREDC)의 커뮤니티 재활성화 기금을 통해 신청한 

프로젝트에 수여되었습니다. 이 29개 프로젝트는 4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역 협의회 이니셔티브는 우리 지역사회들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현지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번영으로 가는 길을 직접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며,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경제 개발을 위한 상향식 

접근법으로부터 오는 성공을 명확하게 나타내며, 본인은 우리 주 전체 커뮤니티들의 향상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2월에 Mohawk Valley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뉴욕주 주택지역사회갱신(HCR)부와 제휴하여 주로 

저~중간 소득자들의 이익을 위한 주택 재활, 공공 인프라, 공공 시설 및 경제 개발 활동을 위해 

800만 달러의 커뮤니티 갱신 자금이 지역사회에 교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뉴욕주 HCR부가 시행하는 CDBG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괜찮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부 단위가 독자 생존 가능한 커뮤니티를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Mohawk Valley 지역 경제개발협의회가 오늘 교부한 자금은 이 지역 전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부의 담당 

커미셔너/CEO인 Darryl C. Towns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Cuomo 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의 목표인데, HCR은 이 중요한 커뮤니티 기반 경제 개발 전략에 속하여 



 

Korean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가족들이 번영하도록 도울 예산을 확보한 Mohawk 

Valley의 우리 파트너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Mohawk Valley의 자원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주민과 기업을 위해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Gilroy, Kernan & Gilroy, Inc.의 사장 겸 MVREDC의 공동의장인 Larry Gilroy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한 교부금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하며, 

우리의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자산을 강화할 것입니다. Mohawk Valley 경제개발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들을 연결하여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성장과 번영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창조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본 협의회와 Mohawk Valley 지역의  6개 카운티(Fulton,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Schoharie) 각각 출신의 경제 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인 카운티연락위원회가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MVREDC와 HCR은 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협의회의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29개 프로젝트를 교부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교부금 수령 전체 리스트를 원하시면 MVREDC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CDBG 교부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2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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