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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억 달러 규모의 제3회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개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운타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지정된 다운타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와 공조하는 

주정부 

 

뉴욕 전 지역의 추가 다운타운 지역 10 곳에 투자하는 제3차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10 곳의 추가 다운타운 지역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혁신적인 제3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입증된 투자 계획의 3년차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의 모든 지역에서 더 양질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가 다운타운과 그 밖의 지역을 위한 

경제 엔진으로 전환되면서 불러일으킨 흥분과 혁신적인 특성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라운드의 기금은 21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건하고 지역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이 다운타운들에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1억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취약하고 비어있거나 잊혀진 

지역들을 살기에 좋고 걷기에 적합하며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협력하여 접근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다운타운을 성장시키고 경제를 촉진하게 될 지역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제공했습니다. 저는 제1차 및 제2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들은 해당 지역을 변화시킬 흥분되는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스마트 성장 전략과 대중 교통 지향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 뉴욕 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3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의 투자는 공동 작업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10 곳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마다 한 곳의 지역사회를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가 선정하여 신청 절차와 각 

다운타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이어 1,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제3차 계획 신청서는 2018년 6월 1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들은 후보 지역들을 선정하기 위해 8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 지역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 해당 도심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밀한 규모여야 합니다. 

• 지자체 또는 도심의 담당 관할 구역은 생기가 넘치며 일 년 내내 도심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알맞은 크기여야 합니다. 

• 해당 도심은 인근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존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활용하고 

향후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들을 도심 지역으로 유인하고 재개발을 지원하며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도심 지역 안이나 그 인접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성장이 

최근에 존재하거나 임박해야만 합니다. 

• 해당 도심은 기존 주민, 밀레니얼 세대, 숙련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인구를 위해 매력적이고 살기에 적합한 지역사회여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이미 지역 토지 은행, 현대적인 지역 코드 및 주차기준, 완전한 

도로계획,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젝트, 친환경 일자리, 개발에 기반을 둔 대중교통 

등의 사용을 포함하여 거주 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만들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수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도심 활성화 비전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전략 투자 기획에 

포함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예비 목록을 작성하는 강력한 공공 

커뮤니티 참여 절차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지원금을 투입하여 최초 1년에서 2년 

이내에 시행 준비가 될 개선 프로젝트를 파악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가 지역사회를 선정하면, 다운타운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계획의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지역 리더들, 이해 관계자들, 핵심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 LPC)가 설립됩니다. 지역 기획위원회(LPC)의 

업무는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전문가 지원을 받습니다. 

https://www.dos.ny.gov/#_blank
http://www.nyshcr.org/#_blank
http://www.nyshcr.org/#_blank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기금은 지역 기획위원회(LPC)가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가 원동력이 되는 성장을 토대로 

삼아 다운타운 인접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강화하고 조성해야 합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뉴욕 지역사회 정신의 

진수입니다. 공조와 혁신을 통해, 지역 리더들은 해당 지역사회가 얼마나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 혁명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3년째 

안내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경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런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DC) 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글렌스 폴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Glens Falls DRI)의 Edward 

Bartholomew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렌스 폴스 시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및 복원(Restore)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Cuomo 주지사님의 

혁신적인 업스테이트 도시 정책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1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보조금은 글렌스 폴스 및 워런 카운티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활력, 추가 자원, 

기회 등을 만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글렌스 폴스에 절실히 필요한 

자랑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스위고 시의 William J. Barlow J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Andrew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다운타운 지역을 재구성하여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오스위고 시를 혁신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향후 오랜 기간 번영할 수 있도록 입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을 추진하고 계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자연 자산을 

이용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높이 평가합니다.” 

 

코틀랜드 시의 Brian Tobi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틀랜드는 제2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보조금의 사용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관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의 주민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우리의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는 

주정부 및 상담가들이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귀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밝은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금을 

추가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지역의 업스테이트 리더들이 우리의 미래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네바 시의 Ron Alcock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다운타운의 공공 구역을 만들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며 생기가 있는 호숫가를 이용하게 만드는 데 촛점을 

맞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의 결과로 건물과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프로젝트는 아름답고 번영하며 평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제네바의 

종합 계획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타비아의 임시 시정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제 31년간의 시정 경력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경제 발전의 

추진력을 바타비아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웨스트버리 빌리지의 Peter I. Cavallaro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받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보조금은 다운타운과 지역사회에서 성장의 

기운을 조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일부인 

이 프로젝트는 우리 다운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꽃피우도록 우리의 기업, 예술, 문화, 주민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인 자극을 줍니다. 우리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보조금을 받은 최초의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보조금이 우리 지역사회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의 개념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와 주정부의 건강과 미래에 이 개념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Joseph Saladin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힉스빌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가 주최하는 공공 워크숍은 우리 주민들의 흥분에 찬 비전과 

뉴욕주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에 지급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기금의 1,000만 달러 사용 가능성에 대한 훌륭한 새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완성될 경우, 힉스빌은 트랙에서 빛나는 마을이 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이 혁신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들타운 시의 Joseph DeStafan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고객 및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하는 미들타운의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다운타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위대한 비전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킹스턴 시의 Steve Noble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전략 기획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톡케이드 비즈니스 지구(Stockade Business District)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년 내에 뉴욕주의 놀라운 지원과 Cuomo 

주지사님의 광범위한 비전 덕분에 우리 ‘다운타운’이 번창해 질 것입니다. 킹스턴과 같은 

도시 개발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번영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네온타 시의 Gary Herzig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오네온타의 경제가 분기점을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더 활기찬 다운타운과 더욱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우리 대학과 비즈니스 공동체의 힘을 합치게 했습니다. 이해 

타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0간의 쇠락을 되돌릴 수 있는 이 독특한 

기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롬 시의 Jacqueline M. Izz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으로 지명된 이후, 롬 시는 

겸허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운타운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기존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 예술 및 문화, 엔터테인먼트, 거리 풍경 개선, 주거용 주택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보조금 수령 지역으로 선정시 Cuomo 주지사님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보여주신 확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8년에 개시할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 자치구의 Melinda Katz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인프라, 주택, 소매업 기회 등에 대한 주요 투자로 지역사회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퀸즈는 앞으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롱크스 도심 중심부 내에 위치한 3번 애비뉴 비즈니스 개선 지구(Third Avenu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Michael Brady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New York State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혁신적인 경제 개발 도구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 지역사회의 다운타운을 재충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과 재원을 제공합니다. 

브롱크스는 Cuomo 주지사님과 현지 선출직 공무원들의 도움 덕분에 이 자원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에너지, 역사, 문화와 우리 이웃에 촉매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으로 계획하는 커플들을 이용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자원과 계획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영향력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엄청난 방법입니다.” 

 

플래츠버그 시의 Colin Read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래츠버그 시는 우리가 스스로 

활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준 주정부의 지원에 대해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우리 다운타운을 활성화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고령의 주민들과 

밀레니엄 세대가 함께 다운타운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놀일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원과 격려 없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익숙하게 지내온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전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관광객들의 눈으로 우리 다운타운을 

다른 사람들이 곧 볼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워터타운 시의 Joseph M. Butler J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재정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워터타운의 다운타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고안해 낸 전략적 계획으로 향후 오랜 기간 이 도시의 

중심부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과정은 도시와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이제 다운타운 개선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지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엘마이라 시의 Daniel Mandell, J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프로젝트 보조금 수령 발표 후 1년 이내에, 엘마이라 시는 1,000만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투자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공사는 웨스트 워터 스트리트 복합 용도 개발 프로젝트(West Water Street 

Mixed-Use Development project)가 진행 중입니다. 라벨라 어소시에이츠(LaBella 

Associates)와 맥주 양조 퍼브(brew pub) 등 발표한 2 곳의 세입자와 더불어 50 가구가 

넘는 시장 가격의 아파트와 16,700 평방 피트의소매업 및 상업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다운타운 전 지역의 빈 건물과 또는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에서 곧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이크 스트리트 보행자 전용 다리(Lake Street Pedestrian Bridge)도 디자인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해 엘마이라와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등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타운 시의 Sam Teres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제임스타운 시에 대한 1,000만 

달러의 다운타운 활성화 보조금(Downtown Revitalization Grant) 지급은 도시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민간, 비영리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운타운 르네상스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활용하는 민관 투자 총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이 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올린 시의 William J. Aiell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린 시는 2017년 9월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기금과 민간 투자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린 시를 우리 모든 주민과 

그레이터 올린 지역(Greater Olean area) 주민들께 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 양쪽 모두를 

제공하는 활기찬 사계절 다운타운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을 통해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지역사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apital Region 

City of Glens Falls 

City of Hudson 

 

Central NY 

City of Oswego 

City of Cortland 

 

Finger Lakes 

City of Geneva 

City of Batavia 

 

Long Island 

Village of Westbury 

Hicksville (Town of Oyster Bay) 

 

Mid-Hudson 

City of Middletown 

City of Kingston 

 

Mohawk Valley 

City of Oneonta 

City of Rome 

 

 

New York Cit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glens-fall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hudson-10-million-capital-region-winner-second-round-downtow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oswego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cortland-10-million-central-new-york-region-winner-second-round#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geneva-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batavia-10-million-finger-lakes-region-winner-second-round#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estbury-receive-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hicksville-10-million-long-island-region-winner-second-round-downtow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iddletown-receive-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kingston-10-million-mid-hudson-region-winner-second-round-0#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oneonta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rome-10-million-mohawk-valley-region-winner-second-round-downtown#_blank


 

 

Jamaica, Queens 

Bronx Civic Center 

 

North Country 

City of Plattsburgh 

City of Watertown 

 

Southern Tier 

City of Elmira 

Village Watkins Glen 

 

Western NY 

City of Jamestown 

City of Olean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ny.gov/dr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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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jamaica-queen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ronx-civic-center-10-million-new-york-city-region-winner-second-round#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plattsburgh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watertown-10-million-north-country-winner-second-round-downtow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s-elmiras-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village-watkins-glen-10-million-southern-tier-region-winner-second#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ing-project-jamestown-10-million-downtown-revitaliz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ity-olean-10-million-western-new-york-region-winner-second-round#_blank
http://www.ny.gov/dri#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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