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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1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3차차차차 지역지역지역지역 협의회를협의회를협의회를협의회를 통한통한통한통한 7억억억억 159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제3차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7억 1590만 달러가 

교부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지사 전략의 중심인 지역 협의회들이 2011년에 출범하면서 

뉴욕주의 경제 개발 방식도 상명하달 방식의 모델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수행 주도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상공업계, 학계 지도자 뿐만 아니라 뉴욕주 각 지역 내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은 각 지역의 독특한 강점과 자원에 맞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지출을 통제하고 세금을 삭감함으로써 뉴욕주의 재정 상태를 바로 

잡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면세 지역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START-UP NY 같은 이니셔티브로 뉴욕주를 

전세계 기업들이 위치하고, 투자하며,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목적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역 협의회들은 전주의 현지에서 신기술 창조 및 혁신 

지원으로부터 병원 및 관광 목적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여러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협의회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경제개발의 

얼굴을 바꿀 권능을 부여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제3회차 교부금은 이러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위한 뉴욕주의 집념을 지속시키고 우리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뉴요커들을 직장에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이미 이룩한 엄청난 진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의장인 Robert J. Duffy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에서 도출된 첫 2개년의 성장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이 계획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 길에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본인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공헌과 계획에 기울인 측량할 수 없는 노고에 대해 

공동의장들, 모든 협의회 멤버 및 기타 모든 기여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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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다수당 연합 리더인Jeffrey D. Kl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년의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 

교부금 수령 기관에 축하를 보냅니다. REDC는 우리 주의 튼튼한 경제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특히 지속 가능한 환경과 장기적 

일자리 성장을 성공의 시금석으로 삼는 수령 기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 지역의 자원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도록 

맞춤화된 지역별 전략은 현대의 경제 개발을 위한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하원은 뉴욕주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인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의 

우리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불굴의 노력과 경제 개발 분야에서 그의 예지력 있는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John DeFrancis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개발 

협의회에서 섬기는 우리 커뮤니티 리더들은 중부 뉴욕주 지역의 엄청난 자원, 재능 및 기량을 

활용할 경제개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또한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Cuomo 지사와 Duffy 부지사는 

일자리 성장을 촉발하고 더 튼튼한 뉴욕주를 건설하고 있는 이 성공적인 경제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공로를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합니다.” 

 

2013년 5월 15일에 Cuomo 지사는 제3회차 REDC를 개시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다음 두 가지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혁신 핫스팟 경쟁 및 지역별 기회 어젠다. 지역협의회의 이러한 새 

측면은 새 비즈니스들을 양성하여 뉴욕주를 글로벌 경제의 선두에 유지시키고 주의 불우 

커뮤니티들에게 더 큰 취업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제3회차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주 기관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전략실행평가팀이 주의 

전지역으로 출장가서 주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진도를 확인하고, 지역의 전략 계획 실행을 

평가하며, 2013년 신청서에서 지역이 승인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회차 REDC 경쟁에서 교부금을 받는 주 전역의 824개 프로젝트의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60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서부 뉴욕주에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이 지역을 다시 첨단 제조, 생명과학 및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적 리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REDC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고용주들에게 첨단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에 대한 필요시 접근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들이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돕기 위한 물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지역의 제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1,000,000를 SUNY Buffalo에 교부: 지역 업계 및 기관에 첨단 컴퓨팅 및 저장 인프라에 

대한 필요시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Buffalo Niagara 캠퍼스에 위치한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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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데이터 분석 센터를 확장하기 위함. 

• $1,000,000를 Lockport 타운에 교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업 쇼핑센터를 소매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2패드 하키장 계획 등의 새로운 혼용 개발로 재활성화하기 위함. 

• $1,000,000를 Chautauqua 카운티에 교부: 산업체들이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돕기 위해 물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함. 

• $500,000를 Alfred State College에 교부: 최첨단의 지속가능한 제조 기법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함.  

• $250,000를 TAM Ceramics에 교부: Niagara Falls에 제조업을 확대하기 위함. 

 

Finger Lakes: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59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Finger Lakes REDC는 작년에 뉴욕주 최고의 계획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그 모멘텀을 유지하여 금년에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astman 비즈니스 파크에 대한 투자 지속, Finger Lakes 중심부의 주요 수변 지역 재개발, 활기찬 

Rochester 공설시장 확장.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1,500,000를 Canandaigua 호수변 재개발 프로젝트에 교부: 엉망이 된 Brownfield 부지를 

지속 가능한 개발과 뉴욕주 스마트 성장 전략을 홍보할 활기찬 다용도 동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함. 

• $1,000,000를 RIT에 교부: 다운타운의 역사적 Rochester 시설에 Center for Urban 

Entrepreneurship(CUE)을 설립하기 위함. CUE는 기업가 프로그램 및 연구의 허브로서 도시 

커뮤니티 내에 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및 RIT 프로그램을 위한 학문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1,000,000를 Hobart 칼리지 및 William Smith 칼리지에 교부: 두 대학의 학술 및 공공 

커리큘럼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Performing Arts Center의 건축을 지원하기 위함. 

• $100,000를 Monroe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교부: Monroe 카운티의 정밀제조 

기업들을 위한 첨단 교육을 제공할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함. 이 프로젝트는 숙련 

근로자에 대한 첨단 제조업의 당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카운티의 9개 지역에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저소득 해직자 및 군 제대지들을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Southern Tier: 상위상위상위상위 수행자수행자수행자수행자 교부교부교부교부금금금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81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작년에 뉴욕주 최고의 계획 중 하나로 간주된 Southern Tier REDC는 의료 프로그램 확대, 직무 훈련 

자원 성장 및 지역 관광업 진흥 프로젝트 지원 등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성공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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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3,500,000를 Community Revitalization Fund에 교부: 다운타운 및 주요 가로에 대한 민간 

투자와 지역의 동네들 및 시골의 인구 중심지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부족분 충당 융자를 

제공하기 위함. 

• $2,250,000를 Elmira College에 교부: 간호, 말하기 듣기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신규 보건 

프로그램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Cowles Hall을 포함하여 Health Care Training Center를 

설립하기 위함.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간호과 등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1,500,000를 Corning Museum of Glass에 교부: 운영을 확대하고 방문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함. 새 입구는 새로운 편의 시설, 화장실 및 신규 유리 불기 시설의 입구를 포함하여 

방문자를 환영하고 그들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옥내/옥외 접수 영역이 될 것입니다. 

• $1,300,000를 Margaretville 타운에 교부: 기존 Margaretville 모텔의 부지에 Margaretville 

Lodging, LLC 사업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새 호텔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함. 

• $850,000를 Delaware 카운티에 교부: 장기 휴면 제조 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함. Delaware 

카운티 IDA가 민간부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구 Wissahickon 물병 주입 

시설을 취득하고 개조하여 삽질 준비된 턴키 등 제조 시설로 개발하기 위함.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66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2012년 상위 수행자인 중부 뉴욕주 REDC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요 산업을 성장시킬 

프로젝트에 초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협의회의 금년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그 초점을 지속하여 

지역의 다운타운에 있는 Syracuse Street 및 Main Street의 재활성화, 관광업 진흥 및 의료 산업 

투자에 의한 지역 건강 증진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포함합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2,800,000의 교부금: 오랫동안 비어 있는 NYNEX 빌딩을 아파트, 사무실 공간 및 소매를 

포함한 복합 용도 시설로 전환하기 위함. 

• $1,300,000를 교부: Syracuse 내항 개발을 지속하여 역사적 화물 보관소 이전 및 3개의 

버려진 창고 건물 철거 그리고 170,000 평방피트의 복합 상업/주거 빌딩을 건설하기 위함. 

• $750,000를 교부: Central New York Raceway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여 자동차 

스포츠 및 기타 이벤트용 주요 관광 목적지를 지원하는 환경 연구, 습지 완화 및 I-81 접근을 

포함하기 위함. 

• $500,000를 교부: Auburn에 현재 비어있는 Harriet Tubman Residential Center를 구입 및 

개조하여 종합 의료, 스포츠 및 웰니스 캠퍼스를 창설하기 위함. 이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의료, 보건 및 웰니스, 연구 시설은 종합 캠퍼스의 닻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실내 

레크레이션, 체육 및 재활 시설, 몇 개의 옥외 다용도 스포츠 필드, 자연 트레일 및 피크닉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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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상위상위상위상위 수행자수행자수행자수행자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82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Mohawk Valley REDC의 목표는 혁신 경로 창조, 기존 인프라 소생 및 새 파트너십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에 Mohawk Valley는 Quad-C를 포함하여 그러한 비전을 충족하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들인 지속적인 Marcy Nanocenter 투자와 지역의 제조업, 의료, 농업 및 기타 중요 업종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승인하였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5,000,000를 Utica시의 Harbor Point 프로젝트에 교부: 이는 Mohawk River 연변의 신규 

복합 용도 개발안입니다. Utica항은 그 과거를 기념하면서 상업, 소매 및 복합 용도의 

식품/식당 업소 및 여흥 장소를 포함하여 민간 투자를 수용하는 새 경제 엔진도 추구하는 

것이 꿈입니다. 

• $3,250,000를 교부: Marcy Nanocenter에 300/450 mm급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철거, 발근, 땅 고르기 및 토목 공사 활동, 습지 완화, 빗물 배수, 내부 접근로 및 부지 

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프로젝트 부지 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Marcy Nanocenter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속하기 위함. 

• $3,100,000를 교부: SUNYIT의 Quad-C 내에 위치한 SUNYIT 캠퍼스의 새로운 인력 개발 훈련 

센터인 Center for 21st Century Workforce Education & Innovation(C-21)을 설립하기 위함. C-

21은 첨단 나노전자 패키징 및 조립, 나노전자/나노제조를 위한 건설업, 하이테크 제조를 

위한 정비 분야에서의 경력을 겨냥한 인력 훈련/재훈련을 위한 종합 첨단 학습 시설을 

설립할 것입니다. 

• $2,345,000를 Mohawk Valley Community Investment Fund에 교부: 이는 6개 카운티 지역의 

커뮤니티 재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유지 및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교부금 및 회전융자 기금임.  

• $180,000를 교부: Corbin Hill 시골 농장에 농산품 허브를 구축하기 위함. Corbin Hill 푸드 

프로젝트는 이 혁신적 커뮤니티 지원 농업 프로그램 고객들의 증가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현지 재배 농산물의 집합을 위한 영구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North Country: 상위상위상위상위 수행자수행자수행자수행자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81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작년의 상위 수행자 중 하나로서 North Country REDC는 변혁적 프로젝트로 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들의 전략은 농민과 소기업 소유주들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돕고, 관광업 

경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더 많은 호텔룸 필요성을 해결하며, 일자리를 늘리고 하이테크 

업종에 투자하는 등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6,000,000를 교부: North Country 지역에 고속의 저렴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함. 

• $5,000,000를 교부: Hotel Saranac을 재활성화함으로써 풀서비스 호텔로서 연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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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00를 교부: 시내 Watertown의 구 Mercy 병원의 재개발을 지속하여 그 부지를 

상업, 비즈니스 및 주거용의 복합 용도 개발로 전환하기 위함.  

• $2,000,000를 교부: 구 Lake Flower 호텔에 새 리조트 및 수변 식당을 건설하고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레크레이션 기반 커뮤니티를 다양화하기 위함. 

• $250,000를 교부: Tupper Lake 소재 Wild Center에 있는 Wild Walk의 제2단계를 지원하기 

위함. 이에는 활동 및 영구 옥외 전시물의 건설이 포함됨.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상위상위상위상위 수행자수행자수행자수행자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82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난 2년에 걸친 주도 지역 REDC의 노력은 지역을 나노기술 연구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전진시키고 다운타운 맟 수변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2013년도 초점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지역 공급 연쇄 투자 및 

확대, 취업 기회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 훈련, 중요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 지속 등이 포함됩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5,000,000를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에 교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함. CNSE는 인력 훈련을 위한 Digital Data Open-Innovation Training Center(DO-

IT Center),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SMWBE Business Enterprises 비즈니스 센터, 데이터 조작 

센터, 스마트 시티 운영 훈련 개발 랩을 설립할 것입니다. 

• $5,000,000를 교부: 다운타운 Schenectady의 구 ALCO 부지를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에 젊은 전문가들과 가족을 유치하고 유지할 경제적으로 

활기 찬 복합 용도의 수변 커뮤니티로 재개발하기 위함. 

• $2,500,000를 교부: Albany시의 Park South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이 프로젝트에는 

Albany Medical Center와 협조한 복합 용도 및 의원 빌딩, 주택 그리고 주차장 건물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 $1,000,000를 교부: 다운타운 Troy에  35단위 빌딩의 개조, Hudson River에 현대적 보도 

건설, 주차장 및 인프라 재활이 포함된 복합 용도 재개발을 위함. 

• $100,000를 NYSARC Inc, Warren, Washington 및 Albany 카운티 지부에 교부: 유통센터를 

세우고 Warren 카운티와 Albany 카운티의 두 곳에 직원 및 소비자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  

Mid-Hudson: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59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2012년 최고의 계획으로 지명된 성공을 토대로 Mid-Hudson REDC는 기술, 관광, 인프라 재활성화 및 

수변 개발 투자에 대한 공약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2013년 우선순위 프로젝트 

초점에는 재생 에너지 및 첨단 제조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역의 의료 및 웰니스 향상 

프로젝트, 및 주요 시장 인접성을 활용한 관광 진흥이 포함되었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1,500,000를 교부: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Kingston Connectivity 프로젝트를 위함. Kingston Connectivity 프로젝트는 자전거족, 도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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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비자동차 수단을 위한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시공될 레일 트레일 망의 구현으로 더욱 살만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 배출 가스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장려하며, 교통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 $1,000,000를 교부: Orange 카운티에 새 바이오매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함. 이 

프로젝트에는 재생 가능하고 무제한인 공급 원료를 사용하여 최소의 배출 가스로 청정 

에너지를 생성할 대규모 폐기물-에너지 설비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 설비는 24Mw(순 

21Mw)의 청정 전력을 생산할 것입니다. 

• $1,000,000를 교부: SUNY New Paltz에 적층가공(3-D 인쇄)을 위한 국립센터를 설립하기 

위함. SUNY New Paltz는 이 꿈 같이 놀라운 유망 기술을 위한 미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 지원은 본 대학교에 그 꿈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첨단 3D 인쇄 장비와 물리적 공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 $500,000를 교부: Castagna 상업 파크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 이는 167,000 

평방피트의 의원 및 사무실 공간, 200,000 평방피트의 소매 공간, 400채의 노인 주택 및 요양 

시설로 구성될 복합 용도 다단계 개발 계획임. 

• $1,000,000를 교부: White Plains 시의 복합운송 센터를 지원하기 위함. White Plains 

복합교통 센터 재개발 프로젝트는 모든 양식의 교통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첨단 복합교통 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역 

지역을 변화시켜 활기찬 다운타운 핵에 기여하는 매력적이고 기능적인 관문을 제공할 

반가운 새 장소를 창조할 것입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57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뉴욕시는 경제의 닻으로서 지구 경제의 선두에 있어왔습니다. 뉴욕시 REDC의 리더십으로 

뉴욕시는 제조업, 관광 및 혁신 기술 같은 주요 산업 투자를 통해 세계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2013년도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초점에는 하이테크 일자리 및 창업 활동 

증대,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 관광업 강화, 주택 기회 확대 및 뉴요커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3,500,000 교부: 새로운 복합 용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St. George의 페리 터미널 인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 이 프로젝트는 다목적 소매 아웃렛 센터, 호텔, 식당, 이벤트 

공간, 주차장 그리고 예컨대, 친환경 옥상, 수변 광장 및 산책로 같은 첨단 옥외 특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500,000 교부: Lighthouse Point의 건축 개선용. 이 프로젝트는 수변 산책로를 따라 

역사적 건물에 들어있는 소매점, 식당, 호텔 그리고 근 100채의 주택을 포함하는 수변 

대지의 건설로 구성될 것입니다. 

• $500,000를 New York Botanical Gardens에 교부: 프로그램 확대와 방문객 및 주변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함. East Gate Visitor Accessibility and Green Zone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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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MTA 지하철 노선 및 버스 노선을 통한 주변 커뮤니티 및 도시의 모든 부분 방문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이 Garden이 관중을 섬기고 연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225,000를 Alliance for Coney Island에 교부: 관광 이니셔티브 “The One and Only Coney”를 

개선하기 위함. 이 캠페인의 목적은 Coney Island를 미국의 놀이터로 재소개할 계절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케팅 및 확대하고 관광 명소로서 Coney Island의 매력을 

보강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 $250,000 교부: Queens College의 Schutzman Center for Entrepreneurship에 Queens Tech 

Incubator를 설립하기 위함. Queens Tech는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공동체 건설 및 경제 

개발을 위한 닻이 될 것입니다. 창업 보육 센터는 기술 기업가 및 신생 기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시행하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해 신흥 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Long Island: 상위상위상위상위 수행자수행자수행자수행자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8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Long Island REDC는 금년에 Long Island 전주민들을 위한 초점이 수퍼폭풍 Sandy의 황폐화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습니다. 이 협의회의 일은 지역 경제, 로컬 업소 

및 주민들이 다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2013년을 위해 그들이 승인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계속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 산업에서 지역의 선도적 고용주들이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시설 및 능력을 확충하고 고성능 장비에 투자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로 미래 경제의 리더가 되는 것이 최고 초점이었습니다.  

 

제3회차에서 경제 개발 교부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2,000,000를 Stony Brook University에 교부: START-UP NY의 비즈니스 모집력을 향상하고 

건축업을 위한 공공-민간 제휴를 자극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발견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  

• $2,000,000를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CSHL)에 교부: 시설을 개조하고 CSHL에서 암 및 

신경장애의 새로운 치료 및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한 중개 연구 노력을 크게 가속화할 

치료법 발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함.  

• $2,000,000 교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BNL) 및 Hofstra University의 고성능 

컴퓨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함. Hofstra는 재학생 수 확대, 인력 수요 및 인공 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3-D 및 4-D 인쇄를 포함한 신흥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School of 

Engineering에 Robotics Laboratory를 설립할 것이며, BNL은 지역 및 주 전역의 과학 및 산업 

사용자들의 혜택을 위한 새로운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획득할 것입니다. 

• $1,340,000 교부: Enterprise Park in Calverton(EPCAL)의 인프라 개선을 위함. Calverton 하수 

처리 장치를 2차에서 3차 처리로 업그레이드하면 이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현장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혜택이 모두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혜택 가능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1,000,000 교부: Long Island의 경제적으로 가장 불우한 커뮤니티를 공동체 및 경제의 

소생, 사회적 및 환경적 정의, 계획 및 설계와 공공-민간 협조의 모델로 탈바꿈시킬 



Korean 

종합적인 지역사회 기반 재활성화 이니셔티브인 Wyandanch Rising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함.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Cuomo 지사의 혁신적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협의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서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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