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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 위원회를 통한 7억 8500만 달러의 경제 개발 자금 조성을 발표 
 

전체 지역을 위한 전략적 계획 우선순위와 자금조달 패키지 발표 
 
오늘 앤드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운동을 통해 7억 8500만 달러가 조성되었으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 정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에 발표된 지역위원회는 하향식 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방법으로 경제 개발 방식을 전환하려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지역별 솔루션에 투자한다는 포괄적인 
전략적 계획을 각 영역별로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 위원회 절차의 일부로서 
전략적 계획 검토 위원회(Strategic Plan Review Committee)를 선정하여 특별히 경제 개발 
자금을 위해 2억 달러를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각 지역의 전략적 계획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협력과 계획은 뉴욕 주민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은 모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주정부는 처음으로 주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적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고 뉴욕주 경제를 부활시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obert Duffy 부주지사는 “Cuomo 주지사의 전향적인 지역위원회 운동을 중심으로 뉴욕은 
드디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자본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위원회가 수 개월 동안 고심한 결실이며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절차에는 뉴욕주 전역에서 100여 개의 공개 미팅, 포럼, 
커뮤니티 워크샵 개최가 포함됩니다. 수 많은 뉴욕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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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원회 운동을 통해 제공되는 전략적 계획 보조금 이외에도 CFA(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는 사업체외 기타 법인이 9개의 주 기관과 29개의 기존 프로그램의 
경제 개발 자금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CFA 프로젝트에 
대한 배정금은 지역위원회의 승인과 다양한 주 자금조달 기관의 기술적 평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약 800명의 적격 신청자가 NYSERDA의 에너지 효율성 및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올해 초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체(Minority and Women Business Enterprise: MWBE)의 
뉴욕주 수주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포된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 운동을 통해 
자금을 수령한 모든 프로젝트는 20% MWBE 참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지역 계획 및 프로젝트 
 
뉴욕 서부 지역, 최고 계획상 수상대상으로 선정:  
계획 구현을 위해 1억 30만 달러 수령 
 
연구 및 개발과 기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뉴욕 서부 지역의 번영을 위한 전략”이라는 계획에서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는 
주요 산업 부분에서 취업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혁신과 상업화를 주도하고, 성장 
인프라에 투자하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성장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문으로서 보건 및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에너지, 고등교육, 전문 서비스, 농업, 해외 물류 및 관광 등 8개 산업부문을 선정했습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 활용 
 
개별화된 약품을 위한 접근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Genome 
프로젝트를 후원하는데 51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접근방법으로 유전자 순서와 
개인의 유전자 순서와 관련된 건강 정보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개선되고 더 개별화되며 더 
효과적인 약품을 알리기 위해 분석과 발명을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50만 달러는 경쟁력 있게 수익을 창출하며 친환경적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Hauptman-
Woodward Crystallization Laboratory가 결정화 실험실 바이오테크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400만 달러는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첨단 의료 장비 원형 제조시설인 Center 
for Innovation in Medicine의 Jacobs Institute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Korean 

임상시설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미국 유일의 기업가정신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제조 
센터, 새로운 장치와 기술을 만들기 위한 기계실과 청정실, 의사가 이러한 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교육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0만 달러는 Alfred University가 장비를 구입하고 High-Temperature Materials 
Characterization Laboratory의 시설을 개비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풍력 에너지/액체 
메커니즘, 온도 과학/태양 에너지, 광기전 태양에너지/대체 연료, 전력 변환 등의 실험실을 
포함하여 고온 소재를 위한 검사 기기의 성능 개조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Alfred의 
실험실은 이미 뉴욕주의 몇몇 주요 기업과 소규모 연료전지 개발회사에게 중요한 연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성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 
 
Olean의 최대 규모 기업주와 뉴욕시의 상업 지역의 주요 중심지인 East State Street(NYS 
Route 417)를 재건설하는데 사용할 100만 달러는 직장, 서비스, 도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줄 것입니다. 
 
100만 달러는 Olean 중심지의 State Street와 Union Street에 위치하며 오래 방치되어 폐허가 
된 소유지를 개조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번 재건 작업은 도심의 개인 투자를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00만 달러는 5개의 도심 지역을 버팔로와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리 풍경을 개선하고 차량들이 Main Street를 
거치게 하여 Main Street, Genesee Gateway, Buffalo Niagara Medical 캠퍼스를 연결하는 
수준 높은 다형태 교통 통로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관광과 여행에 대한 투자 
 
약 9만 평방 피트 면적의 전 Rainbow Centre by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 for a 
Hospitality and Tourism Center에 Culinary Institute of Niagara Falls를 포함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2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의 전환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지역 자산을 활용하고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모든 숙박 및 관광 관련 학위와 
자격증 프로그램을 위한 Culinary Institute 교실과 실험실을 포함하여 이 센터의 학업 및 
행정 사무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680만 달러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Buffalo-Niagara 국제공항의 주차 시설을 1000대 더 
수용하도록 확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 
 
125만 달러는 증가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Hebeler Corporation이 중간 및 대형 트럭에 
사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제조 확대에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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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재에 대한 투자 
 
80만 달러는 John R. Oishei Foundation이 버팔로 지역의 취약한 계층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지연하도록 Buffalo Arts and Technology Center를 확장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만 달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차 수리 교육, GED 자격증, 멘토십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버팔로의 Fruit Belt District에 Urban Automotive Center of Excellence를 
건설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Erie Community College, General Motors 및 Niagara 
Frontier Auto Dealers Association 등과 제휴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승인된 뉴욕 서부 지역 계획에는 96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규모가 총 1억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SOUTHERN TIER에 58개 프로젝트를 위해 최고 4940만 달러 지원 
 
혁신적인 협력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 
 
Southern Tier 지역 위원회는 에너지, 교통, 의료, 식품, 농업 부문의 혁신적인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이 지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계획은 재활용 에너지 기술의 리더가 되고 전환 기술과 제조 부문을 강화하며 
의료 및 고등 교육을 통합하고 전원 농장과 삼림 중심의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Southern Tier 지역의 핵심 산업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인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개발 기금의 강화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참혹한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Southern Tier는 
보존되었으며 뉴욕주는 복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에 BAE와 
Amphenol의 피해를 입은 기업주를 보존하기 위해 60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2,400개의 
지역 일자리를 보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80만 달러는 주요 건물의 민간 부문 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새 건물의 입주, 도심 지역, 
이웃, 농촌 센터의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Southern Tier 지역사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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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게 중요한 자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체를 성장시키고 유치하기 위한 지역 인프라에 투자 
 
250만 달러는 단기적 건설현장(Shovel Ready Site)을 위한 지역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사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방, 
주, 지자체 및 민간의 미래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매칭 펀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원 농장과 삼림 중심의 경제 재활성화 
 
300만 달러는 Southern Tier 경제 개발 위원회의 회전 대출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삼림 개발사업이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대출 
자금은 제품 개발 및 홍보, 비즈니스 인프라,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 
 
180만 달러는 Wellsboro & Corning Railroad Co.가 주요 철도의 철로를 복구하고 이전의 
보조 철로를 재건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첨단적인 
개선을 도와 철도가 Southern Tier의 철도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outhern Tier의 산업에게 정확하며 효과적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roome과 
Chenango, Bath와 Hammondsport 사이를 연결하는 Utica 라인의 재건을 위해 15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인된 Southern Tier 지역 계획에는 58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규모는 
4940만 달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FINGER LAKES에 93개 프로젝트를 위해 6880만 달러 지원 
 
고학력 인재와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전략 
 
Finger Lakes의 전략적 계획은 기존의 천연 자원, 유능한 고학력 인재, 기술혁신과 
박애정신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뉴욕주 최고의 농업 
지역이라는 특성과 1인당 지적 재산과 고등 교육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특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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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공공 및 민간 기관 사이의 기존의 협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첨단 제조업, 예술, 
관광 등을 비롯하여 제약, 과학, 공학, 기술 부문의 응용 연구의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기술혁신 권장 
 
University of Rochester와 IBM의 제휴를 확대하고 컴퓨터 혁신화를 위한 새로운 Health 
Sciences Centerfor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제휴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료 연구용 컴퓨터 시스템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센터는 또한 Rochester 대학이 연구 자금을 늘리고 지역의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략적 산업의 강화 
 
350만 달러는 EST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제품 상용화 센터(ETS Battery and Energy Storage 
Product Commercialization Center)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로체스터에 있는 Eastman 
Business Park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설을 개비하고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0만 달러는 High Technology Rochester에 새로운 창업 인큐베이터를 건설하여 신규 
하이테크 창업을 더욱 잘 조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2e Materials, Inc.가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125만 달러를 포함하여 150만 달러 이상은 
첨단 제조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 새로운 시설에서는 수납도구, 가구,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목재/목재 합성 재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바이오 복합 제품을 
제조하게 됩니다.  

 
관광 및 예술 

 
228만 달러는 Keuka Lake State Park에 있는 새로운 Finger Lakes 문화 및 자연사 박물관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승인된 Finger Lakes 지역 계획에는 93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688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뉴욕 중부 지역, 최고의 계획상 수상대상으로 선정: 
1억 370만 달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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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뉴욕 중부 지역위원회(Central New York Regional Council)는 주요 자산을 활용하고 강력한 
지역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의 경제 개발 노력에 대한 지침이 될 전환적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계획은 핵심 산업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 및 환경 시스템, 보건 및 재무 
서비스, 농업 관련 사업과 식품 가공, 첨단 제조업, 관광 등을 포함한 지역의 독특한 경제적 
자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업가 정신, 소기업 개발 및 인재 교육 
등을 촉구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국내 및 국제 경제와의 연관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주요 핵심 전략은 주도 기관과 다양한 사업체 사이의 제휴를 형성하고, 
적절한 재사용을 통해 기존의 도심 자산을 용도 변경하고, 인력 교육으로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부활과 성장을 위해 바이오테크에 투자 
 
360만 달러는 Onondage 카운티의 Kennedy Square에 있는 Bio Tech Park에 사용하여 이 
황폐된 곳을 주거, 상업, 연구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개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만 달러는 뉴욕 중부 지역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완공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라큐스시의 중심부에 신규 실험실 및 개발 공간을 제공하고 재개발 
공업단지를 재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에 대한 이 지역의 장점을 
자본화하고 생물 의학적 서비스와 생명공학을 위한 세계적인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관련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재개발을 지원 
 
Cayuga Ingredients 우유 처리 공장의 우유 가공량을 확장하는데 4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산물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만 달러는 민간 사업, 지역 의료기관, 주요 대학 등이 도시의 식품 사막(food desert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Nojaim's Supermarket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 및 웰빙 교육을 권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94,000는 South Salina Trade Area에 있는 South Side Food Cooperative의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선하고 건강에 좋으며 저렴한 가격의 
식품과 농산물을 뉴욕주 남쪽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협력적인 주인의식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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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2에이커의 해안 지역을 주택, 레크리에이션, 상업 시설로 전환하는 Syracuse Inner 
Harbor의 재개발을 지원하는데 300만 달러가 사용될 계획입니다. 취약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운하 시스템을 통해 시라큐스시와 뉴욕주 및 동부 해안의 
전역의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Inner Harbor를 지원하게 됩니다.  
 
첨단 제조 및 연구 개발에 투자 
 
Syracuse Center of Excellence에서 뉴욕 에너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New York Energy 
Regional Innovation Cluster) 프로젝트를 결성하는데 3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100만 달러는 Cayuga 카운티의 Currier Plastics를 확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첨단 제조업의 핵심적 클러스터를 개선하고 이 지역을 수출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0만 달러는 Onondaga 카운티의 C-Speed Advanced Technology Manufacturing Center가 
풍동의 방해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첨단 공기 감시 레이더를 상용화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North Country에서 실시하는 연구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노력으로 시작된 다지역 협력 방식을 반영합니다.  
 
뉴욕 중부 지역 계획에는 74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총 1억 370만 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MOHAWK VALLEY에 59개 프로젝트에 대해 6020만 달러 지원 
 
전환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Mohawk Valley의 21세기 인재 형성을 위한 전략 
 
Mohawk Valley 지역위원회 계획은 지역 자산과 경제적 전통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다양한 
교통체계 및 지역사회 활성화의 종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계획은 지역의 사업, 성장 가능성, 고용 집중화, 인재 능력 등을 홍보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의 개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안된 우선 
프로젝트는 실제적인 천연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지배구조 시스템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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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환적 투자  
 
Albany에 있는 SUNY Institute of Technology와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사이의 대학 차원의 제휴인 새로운 SUNYIT – CNSE 컴퓨터 칩 통합 및 상용화 
센터(Computer Chip Integration and Commercializing Center)를 건설하는데 1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Marcy에 있는 SUNYIT 캠퍼스에 20만 평방 피트 면적의 
시설을 건설하고 이 지역의 성장하는 반도체 및 첨단 제조 능력을 지원할 인프라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MarcyNano와 SUNY IT에 예정된 개발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500만 달러는 Oneida 카운티의 공공 하수도 시스템의 
개선에, 500만 달러는 MarcyNano Ring Road 건설에 사용됩니다.  
 
새로운 혁신적 사업 단지 개발 
 
Fulton 카운티에 Tryon Technology Park와 Incubator Center를 건설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카운티에 성공적으로 세워진 세 곳의 사업 단지를 
모델로 하여 이전의 Tryon 청소년 구치소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 
단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구치소의 폐쇄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적 건설현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Mohawk Valley 시와 마을에 새로운 해안도로 조성 
 
Utica, Rome, Amsterdam 및 Frankfort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실시될 민간-공공 협력 
해안도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Rome의 Griffiss Business and Technology Park 고객들을 위해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Biobass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150만 달러를 지원하여 Mohawk Valley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인재 제휴 및 교육 
 
지역 인재의 능력과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Mohawk Valley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프로그램에는 SUNY IT의 사이버 방패(Cyber Shield) 프로그램, Herkimer 
Community College의 보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Milford 교육구의 농촌 교육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승인된 Mohawk Valley 지역 계획에는 59개의 자금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6020만 
달러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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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NORTH COUNTRY, 최고의 계획상 수상대상으로 선정:  
1억 320만 달러 수령 예정 
 
North Country의 인프라 및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North Country 지역위원회 전략 계획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사회간 연결을 
홍보하고 촉구하며, 기업가가 번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지역의 천연 자원과 유능한 인재, 기업가 등을 자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비전을 달성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하이테크와 전통적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생산, 농업, 관광, 예술과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의 전환을 개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프라 구축 
 
Newton Falls 철도 프로젝트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990만 달러를 지원하여 46마일 길이의 
Newton Falls Rail Line을 재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교통편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하고 
개선함으로써 Newton Falls의 제지 공장과 Benson Mines의 사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Kinney Drugs Distribution 창고의 지속적인 실행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Village of 
Gouverneur의 물 분배 시스템에 대한 개조 비용으로 90만 달러를 사용합니다.  
 
지역사회 재활성화 
 
Fort Drum 지역의 지역사회 임대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한 St. Lawrence River를 따라 위치한 새로운 Clayton Hotel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한 Plattsburg 시내에 있는 1924 Strand Theatre를 Strand Performing Arts Center로 
복원하기 위해 $397,0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에 대한 투자 
 
Plattsburgh에 있는 Bombardier의 주요 공장에 대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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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대한 57,000 평방 피트 확장, 외부의 테스트 시설에 대한 2,100 평방 피트 확장, 
테스트 시설의 추가적인 0.5마일 철도 선로의 전력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Potsdam의 C Speed 첨단 기술 제조센터 확장에 18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C Speed는 
North Country에서 실시된 연구와 협력하여 뉴욕 중부 지역의 시설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연구 혁신 
 
Trudeau Institute의 Saranac Lake 연구 캠퍼스가 연구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질병 예방 
기술을 담당할 과학자를 고용하도록 12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연결 
 
Frontier Communications와 제휴하여 Hamilton 카운티 전역의 지역사회에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472,000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광대역 서비스가 
없는 몇몇 지역사회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들 마일과 라스트 마일 광섬유 
시설을 설치합니다. 
 
North Country의 전체 지역 계획에는 70개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1억 320만 달러를 주가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수도권 지역의 88개 프로젝트에 대해 6270만 달러 지원  
 
지역 협력과 성장 인프라를 위한 전략 
 
수도권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전략적 
계획은 지역 차원에서 협력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며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곳이 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 연구, 기술 및 첨단 제조 부문에 대한 장점과 천연 자원은 수도권 지역이 
세계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계획은 전략 산업을 성장시키고, 자본 활용 기회를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 자연 환경, 역사, 예술, 문화 등을 이 지역의 특징으로 활용하여 도심을 재활성화하고 
관광객과 새로운 이주자 및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부문에 자금 지원을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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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체를 성장시키고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에 투자 
 
Saratoga의 Amkor 제조시설 설립에 1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Amkor는 아웃소싱 
반도체 조립품 및 테스트 서비스의 주요 제공업체입니다.  
 
또한 생명공학, 나노 바이오메딕스, 생물 의학 공학 등에 대한 이 지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New York Capital Research Alliance 조성에 95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부문과 수도권 지역에 연방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생화학적 전환 연구와 SUNY Albany 및 기타 연구 파트너와 제휴한 생명공학 단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개선하도록 30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Columbia 카운티의 철도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철도 
시설이 없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기업들은 제품을 트럭에서 철도 차량으로 옮겨 배송하거나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Albany 국제공항의 관리 시설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하여 더 많은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3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50만 달러는 Albany 항구의 수용능력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Rensselaer 부두를 
재건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관광 사업 개선 
 
Destination Windham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첨단 실내 아이스 스케이트 시설, 개선된 기본 숙박 시설, 
새로운 보육센터, 확장된 스키 트레일, 개선된 주차시설, 교통 관리, 홍수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재활성화 및 재개발 
 
Troy 도심 지역을 재활성화하고 City Station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와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Troy City Center 주거/상업 개발 현장 근처의 강 주변에 있는 공공 편의시설의 건설을 
포함하여 Monument Square의 Troy 해안 도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22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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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ectady ALCO 재개발 공업단지의 주요 민간-공공 협력 운하 재개발의 일부로서 
Mohawk River 근처에 다목적 트레일을 건설하도록 48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승인된 수도권 지역 계획에는 88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627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MID-HUDSON REGION의 61개 프로젝트에 대해 6700만 달러 지원 
 
지역 리소스와 신흥 생명공학 부문에 대한 투자 전략 
 
Mid-Hudson 전략 계획은 이 지역의 위치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Mid-
Hudson 지역은 도시, 교외, 농촌 지역, 다양한 사업체, 대학 등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를 갖추고 뉴욕에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의과대학에서의 첨단 연구를 위한 Biotech Incubator Center 
 
Westchester 카운티의 첨단 연구를 위해 뉴욕 의과대학의 Biotech Incubator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명공학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화학 및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공공의 협력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Mid-Hudson 지역뿐만 아니라 Rochester, 수도권 지역, SUNY 
교육 센터 등에 있는 생명공학 기업들 사이의 협력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렴한 주거 시설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저렴한 주거시설을 개발하고 지역 전체의 지역사회를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 개발 
 
지역 제조업체에 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500만 달러는 San-Mar 
Manufacturing이 FDA가 정한 인프라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에 
사용됩니다. 또한 Silarx Pharmaceuticals, Inc.가 우수한 품질의 일반 액상 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확장하도록 9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인프라 투자  
 
지역 지자체의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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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강화 
 
현재 Village of Brewster의 방치된 13만 평방 피트 면적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현장 
응급처치자와 중요한 인프라 직원에게 첨단 교육을 제공하도록 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인된 Mid-Hudson 지역 계획에는 61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6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뉴욕시 50개 프로젝트에 대해 6620만 달러 지원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취약한 지역사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뉴욕시의 전략적 계획은 뉴욕시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며 동시에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성장의 기회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산업체와 대규모 기관을 지원하고 뉴욕주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산업 단지를 형성했습니다.  
 
브롱스 남부 지역의 일자리와 상업에 대한 투자 
 
Hunts Point Produce Market을 현대적인 식품 유통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29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사회 중 하나인 브롱스에 대한 
주요 투자가 될 것입니다. 
 
1967 년에 문을 연 이 농산물 시장은 Hunts Point 식품 유통 센터 내의 105 에이커를 
차지하고 있으며 115개 이상의 도매 및 가공회사가 매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고 낙후된 시설 때문에 지역사회에게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 자금을 지원 받는 시설은 총 수용 공간을 
20%나 개선하여 도매업자가 임시 보관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을 확장하며 주변 
주택과 직원들에게 더 좋은 공기와 식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렘의 친환경적 재개발  
 
할렘의 125th Street에 CREATE @ Harlem Green을 건설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이전의 Taystee Bakery Complex는 첨단 다목적 상업 건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완공된 건물에는 10만 평방 피트의 제조 공간, 9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공간, 4만 평방 피트의 소매업 공간, 1만 평방 피트의 지역사회 시설 공간이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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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비용이 저렴한 산업 및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뉴욕시의 
산업 기반을 보존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혁신 산업 지원  
 
뉴욕에 기반을 둔 혁신 산업 부문에서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으로 2만 달러를 
제공하는 12주 촉진 프로그램인 NYC SeedStart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55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NYC SeedStart는 투자 자본을 증가시키고 뉴욕 전체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여 혁신적인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된 뉴욕시 지역 계획에는 50개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662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LONG ISLAND, 최고의 계획상 수상대상으로 선정:  
 1억 160만 달러 수령 예정  
 
경제 혁신과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 
 
롱 아일랜드 지역 위원회 계획은 혁신 경제, 지역사회 스마트 성장, 천연 자원, 인력과 
교육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투자하는 첨단의 전환적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인프라의 문제점, 젊은 인재의 실직, 경제적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회수로 고생하는 지역을 재활성화하고 전체 지역을 
재편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상호 연결된 일자리 창출 경제를 지원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략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고 
5가지 산업 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기본 요소에는 기존의 사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연구를 상업화하며 인재를 
강화하고, 천연 자원을 홍보하고 보호하며, 주택과 고용 및 교육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프라와 기타 산업(관광, 농업, 어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혁신 경제에 대한 투자 
 
Stony Brook University와 Brookhaven National Lab의 Smarter Electric Grid 3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렴한 전기료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연구 능력을 개선하며 첨단 기술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Smarter Electric Grid 3는 Brookhaven National Lab(AEGIS)에 건설될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Smart Grid Test and Validation Facility의 건설로 확장될 Stony Brook University의 Advanced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Center(AERTC) 외부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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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만 달러는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의 새로운 중앙 약품 테스트 시설 건설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Woodbury에 건설될 이 8000 평방 피트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최초의 첨단 테스트 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하이테크 분야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만들며 연구 기관과의 제휴를 위해 
Amneal Pharmaceuticals의 시설을 확장하는데 3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Amneal은 롱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 하나로서 이곳의 확장으로 생명공학과 제약 연구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강한 이 지역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사회 재활성화, 주택 및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기여 
 
Wyandanch를 Route 110 Corridor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Nassau / Suffolk 지역 교통 및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계획의 일부인 Wyandanch Rising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주택 소유를 늘리고, 기존의 단일 가구 가정이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로 개량하고 개선하며, 친환경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고용 교육, 취약한 
지역사회에 공원을 재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Nassau 카운티의 번화한 환승 센터 주변의 3,400채의 신규 주택과 70만 평방 피트의 
상업용, 엔터테인먼트용 및 소매용 공간 확보와 관련된 Village of Hempstead 다목적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노화된 하수도 파이프 교체도 
포함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투자, 일자리, 세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Ronkonkoma-MacArthur Transit Hub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황폐된 지역에 새로운 하수 
처리 공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전환적 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4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uffolk의 가장 번화한 기차역과 LI MacArthur Airport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택, 소매, 사무실, 레스토랑 공간을 포함하게 될 
다운타운의 조성으로 역 주변의 황폐된 지역을 번화한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저렴한 
주택과 지속 가능한 이웃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50만 달러는 Islip의 Heartland Town Square에게 지원되어 방치되고 황폐된 지역을 
자생력이 있는 교외 도시로 전환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452 에이커의 다용도 개발 
프로젝트는 9,300개의 임대주택, 100만 평방 피트의 임대 및 호텔 공간, 300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및 상업용 공간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건설됩니다. 
 
천연 자원 활용 및 관광 사업 개선 
 
Suffolk 카운티의 어패류 복원 노력을 확장하도록 $182,900를 제공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을 통한 기계와 장비, 소모품, 운전자본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규모가 큰 이번 도입 프로그램으로 East End 산업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이 
지역의 생산성과 뉴욕시의 미식가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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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Village of Port Jefferson의 Harborwalk와 Harborfront Park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Port Jefferson / Bridgeport Ferry 터미널에 
인접한 이 공원은 North Shore의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Port Jefferson의 주변 비즈니스 
구역을 재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인재 교육 개발  
 
우수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1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TEM Hub를 위한 롱 아일랜드의 3가지 인재 투자 위원회의 
협력을 수반하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Hofstra와 Stony Brook University의 EngINE 프로젝트를 위해 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실험실 장비 인수, 시설 재활성화 등이 포함되며 몇 개의 
공과대학 대학원을 후원할 것입니다.  
 
승인된 롱 아일랜드 지역 계획에는 66개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총 1억 16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부록 확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FAAWARDSBook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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