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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개발재개발재개발재개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제제제제4차차차차 RESTORE 

NEW YORK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발표발표발표발표 
 

지자체들의지자체들의지자체들의지자체들의 신청신청신청신청 장려장려장려장려; 5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도시도시도시도시 지역지역지역지역 및및및및 동네를동네를동네를동네를 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뒷받침뒷받침뒷받침뒷받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도시 지역 및 동네를 재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자체들에게 제공할 5000만 달러 

프로그램인 Restore New York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의 제4차수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경제 개발과 도심 및 동네 재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Restore NY은 낙후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도심에 새 투자를 유치하여, 

주의 모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욕주 노력의 주요 부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손상되고 버려진 건물의 탈바꿈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들이 경제 성장의 관건인 절실히 필요한 인프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시 이래 뉴욕주 전역에서 특히 도심 및 낙후 도시의 손상된 건물 철거 및 

복원에 2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제 제4회차에서는 5000만 달러 보조금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비어있고, 버려진, 서용 금지된 및 잉여 건물의 철거, 해체, 재활 또는 재건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을 시, 타운 및 빌리지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 하수 및 주차 등의 부지 개발 니즈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커뮤니티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정보 및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esd.ny.gov/BusinessPrograms/RestoreNY.html 지원 의향 마감은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이며 작성된 신청서 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Restore NY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 투자를 유치하고 도심을 재활성화하려는 

우리 노력은 경제 개발 전략의 주요 부분입니다. Restore NY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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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주 전역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시킴으로써 

비즈니스 성장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신청서 제출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을 위한 안내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6월에 다음 워크숍이 개최될 것입니다: 
 

6월월월월 27일일일일 월요일월요일월요일월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1시시시시 
Hofstra University, Student Center, Multipurpose Room West 
1000 Fulton Ave., Hempstead, Long Island 

주차는 East Circle Lot에 가능 
 

6월월월월 28일일일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오전오전오전오전 10시시시시 
Proctors GE Theatre 
432 State St., Schenectady 

주차장은 220 Broadway에 위치 
 

6월월월월 29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1시시시시 
Monroe Community College, Warshof Conference Center, Empire Room 
1000 E Henrietta Rd., Rochester 

주차는 Lot N에 가능 
 

그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라이브 웨비나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것입니다. 등록하시려면 ESD의 

RestorRestoreNY@esd.ny.goveNY@esd.ny.gov에 연락하십시오. 
 

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소개소개소개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D는 Cuomo 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협의회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사이트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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