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정부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사회로 은행 서비스를 확장함에 

따라 50번째 은행 개발 지구(BANKING DEVELOPMENT DISTRICT, BDD) 지정을 발표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루이스 카운티의 크로건 

타운에 은행 개발 지구 지정을 부여  

  

은행 개발 지구 지점(BDD Branch), 크로건, 덴마크 및 뉴 브레멘주민들에게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은행 개발 지구 프로그램(Banking 

Development District Program)이 50번째 지구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카르타고 저축 및 대출 협회(Carth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는 크로건, 

덴마크 및 뉴 브레멘 타운의 주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재정적 역량 

강화을 강화하고 이전에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포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 저축 은행 개발 지구 지점(Carthage Savings Banking Development 

District Branch)은 크로건 타운의 9750 주도 8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건의 카르타고 저축 은행과 같은 신규 은행 

지점은 뉴욕의 중소기업과 주민에게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합니다. 50번째 은행 개발 지구 지정은 금융 

포용과 권한 부여에 대한 뉴욕의 헌신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주 전역으로 소규모 기업과 

가족에게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부가 운영하는 은행 개발 지구 프로그램은 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증된 

뉴욕주 지역 곳곳에 은행 지점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은행 개발 지구 

프로그램에 대한 은행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사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은행이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은행에게 1,000만 

달러의 공적 예금과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부 Lacewell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50번째 은행 개발 지구 

지점 개설은 정부, 산업 및 지역 사회가 협력할 때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주민과 소규모 고용주는 이제 현지 은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접근 가능한 



오프라인 금융 기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카르타고 저축 

및 대출 협회와 크로건, 덴마크, 뉴 브레멘 및 주변 지역의 마을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카르타고 저축 및 대출 협회의 Thomas H. Piché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은행 개발 지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크로건 타운과 주변 마을로 확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고향 

은행(Hometown Bank)'이라 불리며, 회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강화한다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탄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oseph Griffo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건, 덴마크, 뉴 브레멘 타운에서 

신규 은행 개발 지구 허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 승인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은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은행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en Blankenbush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카르타고 저축 은행이 은행 개발 

지구 내의 타운과 마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Michael Monnat 크로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에 따라 우리 주민들과 주요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크로건에 

있는 우리 지역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신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와 

카르타고 저축 및 대출 협회에 감사합니다."  

  

은행 개발 지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거나 금융 서비스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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