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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재개발 기회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 중인 2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발표 

 

모호크 밸리 지역 지속가능 발전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를 통해 지원금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환경보호 보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서 지원하는 재개발기회 지역(Brownfield Opportunity Area, BOA) 프로그램을 

통한 2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기획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계획 중인 지원금들은 

최근의 BOA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사회의 경제 후진 지역에 대한 활성화 전략의 

진행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지정은 주 전역 지역사회의 지역구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 환경보호 보조금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들은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계획 실행의 관건적 시각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장기간 힘든 나날을 보낸 지역을 위한 전략에 대한 원만한 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개발 기회 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리 프로그램(Brownfield Cleanup 

Program)을 통하여 재정비하고 특정 주의 보조금 특혜를 우선적으로 받는 보너스 

세금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후진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불러오는 데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주최한 모호크 밸리 지속적인 개발 콘퍼런스 기간에 2백만 달러의 

기획을 발표한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재개발 기회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뉴욕주 지역사회가 경제 후진 구역에 대한 재투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들은 이용률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률을 높여 기업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뉴욕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받기 전에 이 지역의 커뮤니티는 반드시 이 지역을 부채로부터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수익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주택과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전환할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창설 이후, 공업/제조업, 상업연맹, 주택, 도심 및 해안가 등 여러 가지 동네와 

지역이 프로그램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뉴욕주에는 현재 38개의 지역이 재개발 기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욕 주무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OA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 재정비를 지원하며 이미 흉물스럽고 황폐한 재개발 지역의 나쁜 영향을 

받은 후진 동네에 세금 기초를 확장합니다.” 

 

BOA 프로그램은 뉴욕 주무부의 관리를 받으며 보조금 신청 경쟁은 뉴욕주의 통합 

보조금 응용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모든 지자체,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 및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는 반드시 2017년 3월 1일 전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93년에 창설된 EPF는 고체 폐기물, 공원과 오락장소 및 공공공지의 넓은 영역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주 환경보호 

보조금에 3억 달러를 승인하는 안과 법안을 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년의 재정 예산보다 

1억 2,300만 달러 증가하였고 2007년에 달성한 환경보호 보조금의 최고치에서 4,500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EPF는 토지 취득, 농지 보호, 해안가 활성화, 지방 도시 재건, 폐수 처리 설비 및 지방 

도시 공원을 개선하는 지방 정부 지원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EPF는 또한 뉴욕주 전역의 

주립공원과 수백만 에이커 면적의 공용 토지를 포함한 공공 부지의 관리도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뉴욕주 당국은 산책로 및 토지를 관리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공원 및 캠프장 개선을 위한 주요 자본을 쏟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존을 교육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 

자금을 사용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os.ny.gov/funding/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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