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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2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경제경제경제경제 개발개발개발개발, 주택주택주택주택 및및및및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44건의건의건의건의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비즈니스를비즈니스를비즈니스를비즈니스를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약약약약 27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며창출하며창출하며창출하며, 170채의채의채의채의 염가염가염가염가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건설건설건설건설 

및및및및 보존할보존할보존할보존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공공 시설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의 확장 

및 성공을 도울 44개 프로젝트를 위한 커뮤니티 갱신 자금 136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프로젝트들은 Cuomo 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중 다음 다섯 협의회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Mohawk Valley,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Mid-Hudson 및 North Country. 2013년 

교부금 발표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가 발표한 이 자금은 이러한 지역들의 인프라, 주택 

재활 및 기타 경제 개발 활동을 위한 추가 현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중저 소득 뉴요커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은 약 2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70채의 

염가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전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을 개선하며 인프라를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커뮤니티 투자를 경제 성장을 위한 

우리 접근법의 중추로 삼았는데 그것은 모든 뉴요커들을 위한 결과를 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를 통해 그 진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러한 투자가 전주의 

커뮤니티들을 더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금은 연방 지원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관리는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과가 담당합니다.  

 

Mohawk Valley REDC – 21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총총총총 799.8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수령수령수령수령: 

• Cobleskill 타운이 JT Cycles, LLC.의 확장을 지원하도록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경제 

개발 프로그램 자금으로 $25,000, 두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Schoharie 

카운티); 

• Fort Plain 빌리지가 마을의 하수도 결함을 시정하도록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으로 

$600,000 (Montgomery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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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tonville 및 Fonda 빌리지의 Fultonville 소재 공동 폐수 처리장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550,000 (Montgomery 카운티); 

• Fort Plain 빌리지가 주택 19채를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50,000 

(Montgomery 카운티); 

• Amsterdam시가 Beckmann Converting, Inc.의 확장을 지원하도록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자금 $68,000, 3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4개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Montgomery 카운티); 

• Oneida 카운티가 하수 차집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제II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프로그램 자금 $750,000, 76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neida 카운티가 Charles T. Sitrin Health Care Center, Inc.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프로그램 자금 $350,000, 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neida 카운티가 Delft Blue, LLC.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프로그램 자금 $280,000, 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neida 카운티가 10대의 모바일홈을 교체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750,000; 

• Oneida 카운티가 McDonough Hardwoods, Ltd.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100,000, 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tsego 카운티가 Morris Tent Rentals, Inc. 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자금 $60,000, 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tsego 카운티가 Oneonta 소재 Susquehanna Regional Center for Growth의 인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자금 $200,000, 80명에 

대한 취업 훈련을 제공; 

• Northern Eagle Beverages가 Oneonta에서 확장하도록 Otsego 카운티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자금 $105,000, 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Otsego 카운티가 10대의 모바일홈을 교체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660,800; 

• Oneonta시가 18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50,000 (Otsego 

카운티); 

• Oneonta시가 Market Street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600,000 (Otsego 카운티); 

• Oneonta 시의 Market Street 지역 가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400,000 (Otsego 카운티); 

• Unadilla 빌리지가 12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250,000 

(Otsego 카운티); 

• Fulton 카운티가 Lexington Arts Cente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750,000; 

• Gloversville시가 구 Estee School의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400,000, 35채의 저렴 고령자 

주택이 들어설 것입니다 (Fulton 카운티); 

• Ilion 빌리지가 East Street 동네 하수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NYS CDBG 교부금 $600,000 

(Herkimer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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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Tier REDC – 9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336.9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수여수여수여수여:  

• Broome 카운티가 Broome County Land Bank Corporation과 제휴하여 Broome County Home 

Ownership & Housing Initiative를 설립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750,000. 이 

이니셔티브는 압류되어 비어있는 부동산의 재활 및 매각을 통해 환경 황폐화를 해결하고 

이를 저렴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며 저소득 10세대에 수리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Delhi 타운이 Sportsfield Specialties, Inc.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자금 $225,000, 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Delaware 카운티); 

• Colchester 타운이 16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400,000 

(Delaware 카운티); 

• Colesville 타운이 12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400,000 

(Delaware 카운티); 

• Groton 타운이 12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400,000 (Tompkins 

카운티); 

• Owego 빌리지가 16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400,000 (Tioga 

카운티); 

• Tompkins 카운티가 23채의 주택을 재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400,000; 

• Delaware 카운티가 15개 농업 미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교부금 $200,000;  

• Groton 빌리지가 이 빌리지의 폭우 인프라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194,000 (Tompkins 카운티). 

 

Western NY REDC – 4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780,000 교부교부교부교부: 

• Mina 타운이 Findley Lake 댐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프로그램 교부금 $200,000. 제안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전체의 현지 기업들이 적어도 

22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Chautauqua 카운티); 

• Lockport시가 접객/서비스 산업의 12개 미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자금 $180,000, 약 15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Niagara 카운티); 

• Lockport시가 특별히 시의 다운타운을 대상으로 하는 Lockport 미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자금 $200,000. 이 

프로그램은 12개 미소기업을 지원하고 약 22개의 풀타임 동등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Niagara 카운티); 

• Sheridan 타운이 Silver Creek Senior Center에 다양한 자본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00,000 (Chautauqua 카운티).  

Mid-Hudson REDC – 5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750,000 교부교부교부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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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yas Joel 빌리지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자금 $200,000. 이 

프로그램은 9개 미소기업을 지원하고 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Orange 

카운티); 

• Port Jervis시가 다운타운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 10개 미소기업을 지원하고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자금 $200,000 (Orange 

카운티); 

• New Square 빌리지의 보도 프로그램(1,110 직선피트의 보도 교체, 콘크리트 연석, 가로등 

및 간판 추가 포함)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00,000 (Rockland 카운티); 

• Sullivan 카운티가 Catskill Mountain Dairies, LLC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경제 개발 교부금 $100,000. 이 제안된 프로젝트로 이 회사는 확장하여 뉴욕주 

유일의 유기 코셔 낙농장에서 유래된 전유 농장 요구르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데, 그 중 8개는 저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Sullivan 카운티가 Maranatha Farm이 Neversink에서 확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소기업 프로그램 교부금 $50,000, 6 개의 풀타임 계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데, 

그 중 4개는 저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North Country REDC – 5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800,000 지원지원지원지원: 

• Lewis 카운티가 5개 저소득 가구에 주택 소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00,000; 

• Essex 카운티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미소기업 프로그램 자금 $200,000, 8개 

미소기업을 지원하고 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Jay 타운이 Ausable Forks Community Center 시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200,000 (Essex 카운티); 

• Port Henry 빌리지가 유거수 하수도 업데이트 및 보도 교체를 포함하여 Elizabeth Street의 

인프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100,000 (Essex 카운티); 

• Ticonderoga 타운이 미국장애인법을 준수하는 출입로를 Ticonderoga Armory Community 

Center와 Community Building Town Hall에 설치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 블록 자금 

$100,000 (Essex 카운티).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 담당 커미셔너/CEO인 Darryl C. Tow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를 설립했을 때 그는 자원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뉴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시설을 개선하며,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회에지역경제개발협의회에지역경제개발협의회에지역경제개발협의회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Andrew M. Cuomo 지사의 

혁신적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들은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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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REDC 과정의 

제3차 활동이 완료된 후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20여억 달러가 지원되어, 10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Mohawk Valley REDC는 

Montgomery 카운티 지역사회들을 위한 우리의 재활성화 전략의 중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큰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함으로써 이 지역을 경제 팽창과 

일자리 유지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같이 협력할 때 모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은 주도 지역 및 Mohawk Valley 커뮤니티들의 독특한 인프라 수요를 주지사께서 

계속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원의원 Bill Ow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North Country 커뮤니티들을 

지탱하고 투자자, 소기업 소유자, 관광객 및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한 

뉴욕주와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Chris Gib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시골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 타운과 빌리지의 주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합니다. 본인은 또한 이 프로그램이 Catskills 지역을 재활성화하려는 우리 

노력의 두 주요 부분인 인력 훈련과 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쁩니다. 본인은 이러한 연방 

지원 프로젝트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주정부와 현지 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업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Richard Hann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며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노후화된 주택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투자를 철저히 하여 업스테이트 뉴요커들이 일하고 살기에 더 튼튼하고 

활기찬 곳을 제공하는 데 항상 전념해야 합니다.” 

# #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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