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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보도용보도용보도용보도용: 2012년 12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차차차차 지역위원회를지역위원회를지역위원회를지역위원회를 통해통해통해통해 7억억억억3,8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 기금을기금을기금을기금을 지원지원지원지원 받게받게받게받게 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차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 7억3,800만 달러를 

지원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지사의 전력의 중심인 지역위원회가 2011년 출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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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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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과 자원에 맞는 전략적인 계획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위원회의 2차 활동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 Robert Duffy 부지사, 그리고 부르킹스연구소 및 

고위 공무원들을 포함한 주 기관 장들로 구성된 전략적이행평가팀은 주 전역을 돌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역의 2012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역위원회는 2년 연속 뉴욕주 경제 재건에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상명하달식 경제 개발 정책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뉴욕의 각 지역의 고유 자원과 장점에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전략적인 계획안은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면서 국부적으로 맞춤화된 계획안을 각 

지역에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상을 두 번째로 수상하면서 각 전략 

계획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깨닫고 뉴욕 주민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서 우리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수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의장인 Robert Duffy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뉴욕주 전역을 다니면서 지역 상공인들과 대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의 발전 

사항과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역경제개발위원회의 주도 아래 

21세기에 맞는 경제를 구축하는 장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각 공동의장들과 그들의 팀이 

수많은 시간을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바친 것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보여준 근면과 성과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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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Skelos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뉴욕이 비즈니스 발전과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로, 이는 뉴욕이 비즈니스에 대한 

문호를 다시 한 개방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Duffy 부지사가 보여주신 

성실함과 비전 그리고 이런 노력을 진전한 협업 과정으로 발전시켜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기관에게는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크고 작은 지역 발전 

계획을 제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의회 대변인인 Sheldon Silv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경쟁우위 사항에 맞는 일자리 발전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각 

지역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한 지역 대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스마트한 21세기 경제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런 

과정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사업체(MWBE)의 뉴욕주 수주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포된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모든 프로젝트는 20% MWBE 참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2차 지원금 수령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725개 프로젝트의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FINGER LAKES: 최우수 계획 수상 기관: 76개 프로젝트에 9,62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University of Rochester와 IBM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 Health Sciences Center for 

Computational Innovation에 500만 달러 지원. 이 센터는 이 지역을 고성능 컴퓨팅의 중심 

센터로 발전시키고, R&D를 강화하며, 지역의생명과학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주 지원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고성능 컴퓨팅 시설의 하나를 

갖추기 위해 초고속 컴퓨팅 장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최근에 완공된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Golisano Institute of Sustainability의 장비 

구입을 위해 500만 달러 지원. 이 연구소는 RIT를 제품 개발 시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 9개Finger Lakes 카운티에 대출자금을 리볼빙해주는 소규모 업체에 200만 달러 지원. 

Pathstone Finger Lakes Enterprise Fund는 특히 지원이 취약한 농촌 및 도시 커뮤니티에서의 

영세업체 및 소기업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 Midtown Tower를 상업, 업무 및 거주가 혼합된 지역으로 조정 및 재편하는 데 400만 달러 

지원. 이 타워는 Rochester시의 중심부를 재활성화시켜줄 Midtown 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의 초석입니다.  

• University of Rochester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다목적 이용 개발 시설인 College Town 

완공에 400만 달러 지원. College Town 프로젝트는 Rochester 시의 16 에이커의 부지를 

다목적 이용 개발지로 활기 넘치는 이웃 지역으로 재개발하여 Rochester 시와 University of 

Rochester의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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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주민들의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위해 Monroe Community College가 이동 교육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60만 달러 지원. 이와 같은 Multiple Pathways to Middle Skills Jobs 

프로젝트는 개인, 비영리기관, 공공부문 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K-

12 학년생과 실직자들에게 실무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Finger Lakes Business Accelerator Cooperative가 지역의 9개 카운티 전역을 아우르는 상업 

지원 서비스 및 창업 보육 시설들로 상호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250만 달러 

지원.  

• Genesee 카운티의 STAMP(Science Technology and Advanced Manufacturing Park) 

프로젝트에 50만 달러 지원. 주 지원금은 Finger Lakes와 Western New York 지역을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 제조 기업들로 구성된 허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 Seneca 카운티에 있었던 구 육군보급창을 Seneca AgBio Green Energy Park로 재개발하는 

데 125,000달러 지원.  주 지원금은 두 임차업체들의 확장을 위해 플랜트의 리노베이션 및 

장비 구매를 하고 청정에너지, 환경 지속가능성, 농산물 처리 장비, 곡물 건조 및 폐기 

처리를 위한 첨단 제조 및 생산 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CENTRAL NEW YORK: 최우수 업무수행 기관: 73개 프로젝트에 9,38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Syracuse Community Health Center가 S. Salina Street의 800-900 블록에 보건 캠퍼스 설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310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에는 구 Superior Electric 시설 자리에 60,000 

sq. ft. 의 LEED-인증 1차 보건센터 건축공사가 포함됩니다.  

• 구 Sibley's 백화점을 약 62,000 sq. ft.의 1층  소매점 및 위 3개층의 60 가구의 거주 시설을 

갖춘 다목적 이용 시설로 재개발하는 데 250만 달러 지원.  

•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의 주 출입구와 신축된 응급실 인근에 계획된 다목적 

이용 개발지인  Prospect Place를 건설하는 데 32만 달러 지원. 신축 건물에는 후레시 푸드 

카페, 12 가구의 병원 직원용 아파트, 소매 및 녹지 공간이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에는 “녹색 지붕”과 그 밖의 지속 가능한 특징물들이 자리할 것입니다. 

•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가 캠퍼스에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가공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397,831달러 지원.  새로운 Biomass Cooperative Innovation 

Center는 학생, 연구원,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바이오매스 가공 및 바이오연료 처리 장비와 

자원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센터는 목재 펠릿을 생산하고, 폐기름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며, 잠재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고기 펠릿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 지역 농산물(육고기, 낙농 제품, 시리얼, 채소)의 소규모 음식 가공 및 유통을 위해 공용 

목적의 가공 및 창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50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에는 Canastota에 

자리한 기존의 45,000 sq. ft. 건물의 매입 및 시설 구축도 포함됩니다.  

• Central NY Biotechnology Accelerator 및 SUNY ESF가  잠재적인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임차업체 및 대학 협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실험실습 장비를 구매하는 데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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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지원. 인큐베이터 시설은 주로 생체의학, 약학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창업회사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 환경 복원, 공공 인프라 개선, NYS Canal 유지 건물의 크루 보트하우스로의 리노베이션, 

및/또는 화물보관소를 잠재적인 Canal 박물관으로의 재배치를 포함한 Syracuse Inner 

Harbor의 재개발 계획과 연관된 인프라 개선에 10만 달러 지원.  

• Central Square 내 150 에이커 부지를 모터 스포츠, 무역박람회, 콘서트 및 기타 행사를 

위한 프리미어 다목적 중심 시설로 개발하는 데 200만 달러 지원. 새로운 시설에는 새로운 

하이테크 LED 조명이 설치된 첨단 종합 더트 레이싱 트랙, 연회장 및 레스토랑 시설, VIP 

룸이 들어설 것입니다. 지원금은 I-81 및 관련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것입니다.  

• South Avenue PriceRite Supermarket이 Syracuse의 South Avenue에 있는 기존의 창고를 

리노베이션 및 확장하여 새로운 35,000 sq. ft. 의 슈퍼마켓으로 재개발하는 데 60만 달러 

지원. 새로운 스토어는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South Side 인근 지역민들에게 신선식품과 

알맞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 Syracuse에 있는 구 Kennedy Square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는 데 100만 달러 지원. Loguen's 

Crossing 프로젝트에는 상하수도 확장, 빗물 보유, 보도 및 거리 조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MID-HUDSON: 최우수 계획 수상 기관: 84개 프로젝트에 9,28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기업체 및 창업 바이오기술 업체에게 실험실 및 사무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된 기존의 바이오기술 업체에게 전문인력 교육을 제공하는 iBio 

Incubator를 구축하기 위해 100만 달러 지원. 

• 기술 기반 업체를 위해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간접비를 절감하여 회사 영업을 

촉진시켜주는 New York State Cloud Computing and Analytics Center를 Marist College에 

설립하는 데 300만 달러 지원. 

• Touro College가 Middletown에 현재 비어 있는 Horton Hospital를 활용하여 정골의학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 지원. 새로운 대학은 Mid-Hudson 지역에 

의료전문가들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 지역의 뛰어난 농산물 자원을 활용하여 농장주 및 기타 식품 생산업자에게 가공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Hudson Valley Food Hub를 구축하기 위해 775,000 달러 지원. 이 

지역의 식품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면 경제 부문이 유지되고 자극을 받을 것이며 또한 

관광산업 및 지역의 천연자원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New Rochelle에 자리한 Echo Bay Waterfront 확장하여 현재의 상업/산업 용지를 매립하고 

도시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 모두 수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에는 주변 소매 활동 기회 및 5+ 에이커의 공공 개방 부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시세와 적당한 가격의 임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수준의 회사를 Newburgh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I-84 & I-87 

교차로에 55만 Sq. ft. 제조/유통 시설 건설을 포함해 Newburgh에 Matrix Distribution Par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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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데 50만 달러 지원. 

• Metro-North 열차역, 상업/소매 지역, 9홀 규모의 골프 코스, 커뮤니티 센터, 200 가구의 

주택단지의 개선을 포함해 Dutchess 카운티의 폐쇄된 Harlem Valley 정신병동 부지를 

개발하는 데 200만 달러 지원. 

• Yonkers의 Hudson River에 자리한 상징적인 1904년도 Glenwood Power Plant의 보존과 

재개발에 100만 달러 지원. 다목적 프로그램으로 친목, 상업 및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 Hudson River를 따라 City of Kingston/Town of Ulster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1마일 길이의 

Hudson Landing Promenade 건설에 120만 달러 지원.  

SOUTHERN TIER: 최우수 계획 수상 기관: 62개 프로젝트에 9,11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다운타운 Binghamton에서 Binghamton University와 지역경제개발 커뮤니티 간의 

협업체인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 건설을 위해 700만 달러 지원.  

• Town of Erwin에 있는 Corning Incorporated의 제조 시설 확장에 300만 달러 지원.  

•  BAE Systems(BAE)의 하이브리드-전기 추진 시스템 제품 라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BAE와 

SUNY Binghamton과의 협업체인  Next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지원을 위해 

210만 달러 지원. BAE는 290만 달러를 투자하고 4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Southern Tier Telemedicine과 Mobile Health Care Technology Fund 프로젝트에 250만 달러 

지원.  

• Food Processing and Development Lab 개발을 위해 Cornell University에 50만 달러 지원. 이 

사업을 통해 농장주 및 기타 소규모 기업체는 원자재를 요구르트, 음료, 치즈 등과 같은 

포장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생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Southern Tier Community Revitalization Program의 지속성을 위해 250만 달러 지원. 

• 3개 블럭의 Ithaca Commons의 노후화된 외관을 재정비 및 재건하고 모든 지하 

공익시설을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Ithaca 시에 180만 달러 지원. 

• Southern Tier Infrastructure Fund가 지속하여 Shovel Ready Sites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 지원.  

• 경제 개발을 위해 Schuyler County Partnership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Schuyler 

카운티에 30만 달러 지원. Schuyler County IDA, Village of Watkins Glen, Village of Montour 

Falls은 Watkins Glen 및 Montour Falls 하수처리시설을 해체하고 이 두 개의 시스템을 

Watkins Glen의 Glen Creek 남쪽에 자리한 첨단 “Green” 폐수처리시설로 통폐합하기 위해 

기획 및 예비 엔지니어링 및 환경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NORTH COUNTRY: 최우수 업무수행 기관: 82개 프로젝트에 9,02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Adirondack Meat Company가 7,500 sq. ft.의 육류 가공 시설 및 소매점을 신축할 수 있도록 

30만 달러 지원. 이 사업은 지역의 가축 가공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부문을 지원합니다. 

• Community Transformation Tourism Fund 구축을 위해 250만 달러 지원. Adirondack 

경제개발위원회가 관리하는 이 새로운 기금은 관광 관련 벤처에 특화된 대출 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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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North Country의 관광업 발전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 Hamilton 카운티의 광대역 연결을 개선시키기 위해 170만 달러 지원. Hamilton 

카운티에서의 중간 및 라스트 마일 광섬유 개발을 위한 본 II 단계 지원. 이 사업은 

Adirondacks의 모든 커뮤니티에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지역 목표를 지원합니다. 

• 가정 및 군인용 주택 100 가구 건설을 위해 Jefferson 카운티의 Creekwood Housing에 300만 

달러 지원. 이 사업은 주택 문제 해결과 Fort Drum의 미래를 지원합니다. 

• 새로운 천연가스 라인을 위한 장비수정, 또는 이러한 주요 제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International Paper가 기존의 발전설비를 난방 

연료에서 천연가스로 변환할 수 있도록 175만 달러 지원. 

• Adirondack Park 내에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오락시설 및 활동을 위한 Adirondack Park 

Recreation 웹 포털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마케팅 및 유지하기 위해 Adirondack 

Association of Towns Villages에 108,000만 달러 지원. 여기에는 Adirondack Park의 일부가 

속해 있는 세 개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North 카운티, Capital, Mohawk Valley 지역을 

포함하는 다지역 프로젝트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Lyons Falls Mill의 재개발에 100만 달러 지원. Lewis 카운티는 건물을 철거하고, 

Brownfield를 개선하며, 도로를 수력발전소로 개발할 것입니다. 

• Adirondacks 자연사박물관이 이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해 Wild Center의 주요 볼거리로 

양방향 전시물품과 함께 고가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100만 달러 지원.  

• SLIC Network Solutions이 Long Lake와 주변 지역에 광대역 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137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는 Adirondacks에 광대역 접속망을 확장하는 목표를 지원합니다. 

• Fort Drum 지역의 주택 문제 해결과 Fort Drum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364개 아파트 

가구가 들어서는 Carthage Apartments 건설에 200만 달러 지원. 

• 시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기금에 250만 달러 지원. 이 사업은 상하수도, 도로 또는 항만 

개선을 포함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각 커뮤니티는 지역위원회전략계획에 따른 자체적인 지역 우선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고유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조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추가 지원금을 활용하고 상공업 시설을 유치하고 계속 

보유하며 기존의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주자와 방문객들을 맞기 위해서 입니다. 

 

LONG ISLAND: 86개 프로젝트에 5,97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Farmingdale State College의 38.5 에이커 부지에 Broad Hollow Bioscience Park를  30,000 sq. 

ft. 확장하는 데 50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는 Long Island 연구시설에서 분리설립한 

사업체를 수용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부지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이 지역에서 생명공학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Village of Mineola 소재 Winthrop University Hospital에 8천만 달러의 94,000 sq. ft. 연구소를 

건설하는 데 100만 달러 지원. 이 연구소는 당뇨병과 비만에 중점을 둔 의학 연구 및 교육 

시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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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konkoma Hub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을 위한 하수 집수 시스템 건설에 100만 달러 

지원. 이 시스템으로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는 Suffolk 카운티가 1차 지역위원회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인 새로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될 것입니다. Town of Islip의 두 번째 구성 

요소에는 MacArthur Airport의 60 에이커에 이르는 미개간지로 약 9,000 lin. ft.의 4차선 

진입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Long Island에 FAA Tracon Facility와 

8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Wyandanch에 마련된 새로운 통근자 주차 구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Long Island 

열차역에 육교를 건설하는 데 100만 달러 지원. 

• Nassau 카운티가 새로운 첨단 실내 스포츠 경기장, 마이너리그 야구장, 소매점, 오피스, 

주거지 개발을 위해 77-에이커의 Nassau Hub를 재개발하는 데 50만 달러 지원.  

• Long Island에서 들고나는 제품의 운송을 위해 500,000 sq.  ft. 의 냉장 창고 및 멀티 모달 

철도화물 시설의 건설을 비롯해 Yaphank에 있는 Brookhaven Rail Terminal을 확장하는 데 

215만 달러 지원.  

• 뉴욕주 최대 어항인 Montauk에 소재한 두 개의 상업용 생선 가공, 포장 및 유통 시설의 

경쟁력과 수익성 재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227,583 달러와 120,000 달러 지원.  

•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Long Island에서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교육(“STEM”)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1차 프로젝트 

지속을 위해 152,000달러 지원.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지속되고 있으며, Long Island에서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공학학사들을 늘리고, 의료교육을 증진하고 청소년들이 고연봉 

기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5가지 꿈의 STEM 프로젝트 컨소시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Long Island에서 공학도가 매우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1차 지원 활동의 결과로 2012년도에 

수행된 EngINE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해 25만 달러 지원. Farmingdale State College와 NYIT이 

실시한 프로젝트로 이들 기관의 공학과 졸업생 비율은 15%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MOHAWK VALLEY: 70개 프로젝트에 5,97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Rome에 자리한 Rome Strip Steel Co.의 철강압연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15만 

달러 지원.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 활동으로 철강압연공장은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어 

스크랩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증대하고 품질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 산업용 및 상업용 텍스타일 제조업체이자 유통업체인 Mohawk Fabrics이 새로운 주문 

수요에 맞추고 주외에서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해 제조 시설 확장, 두 개의 니팅 기기 투자, 

50-70 Kwan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137만5천 달러 지원. 

•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과 국립박물관의 포괄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 수행을 도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이미지 및 큐레이터 코멘트를 보면서 전체 명예의전당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275,000 달러 지원.  

• 공공 통행로를 불로바드 스타일의 설계로 전환하고 뉴욕주 및 카운티의 오피스 건물 주변 

지역의 노면에 추가 주차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tica의 Genesee 

Street의 정비 사업에 25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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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스타일의 요구르트 제조회사인 FAGE USA의 1억5,000만 달러 확장에 맞춰 

Gloversville/Johnstown 폐수처리시설 용량 확장에 100만 달러 지원. 

•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입국하는 민간인 및 군인 자격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출국 허가를 

위해 Rome의 Griffiss 국제공항에 3,500 sq. ft.의 Customs and Border Patrol 시설을 설계 및 

건축하는 데 20만 달러 지원. 

• Rome Capitol Theater가 세 개의 인근 건물로 확장하고, 역사적인 본관 강당을 복원하며, 

일자리와 추가 공연 공간을 늘리고, Rome의 중심상업지구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25만 

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58개 프로젝트에 5,28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Town of Wellsville이 NYS Route 417을 따라 사업체들에게 공공 용수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주도록 186,000 달러 지원. 1.25-마일 프로젝트 구역에는 Alstom Air-Preheater 

Corporation(직원 620명)과 Northern Lights Candles(직원 100명)을 포함해 15개 업체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 

• Town and Village of Ellicotville과 Town of Mansfield의 낮은 수압 문제를 줄이기 위해 35만 

갤런의 용수 탱크와 관련 송수관 건설을 위해 268,000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로 기존의 

주요 고용주가 이용하던 인프라가 개선되므로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날 것입니다. 

• Niagara Falls 다운타운 다목적 이용 사업지구 및 인접 거주지역을 재활성화하고 

학생융자금 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45만 달러 지원.  

• 한적한 Western New York에서 문화 활동과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Springville Center for 

the Arts가 1869 Baptist Church 사유지 주소, 37 North Buffalo Street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다목적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434,310 달러 지원.  

• SCA가 5 East Main Street을 예술 카페, 예술인 시장 및 예술인 거주단지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394,810 달러 지원. 

• Gowanda의 Historic Hollywood Theater 복원 및 재개관을 위해 42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 관광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사업 개발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물질의 출시 속도를 크게 단축시켜주는 첨단재료제조및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Alfred University와 SUNY Buffalo 간의 파트너십을 돕는데 50만 달러 지원. 

• 세 가지 새로운 첨단 세라믹 제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Calix Ceramic Solutions, GNP Ceramics, Ceramic Technology Partnership 간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30만 달러 지원. 

• Milk-Bone Buffalo 시설을 오르고 내리는 레일카를 추가 설치하도록 Del Monte Foods에 

46만 달러 지원. 이 투자로 Milk-Bone 공장은 Milk-Bone 라인의 유일한 제조업체로 예측 

가능한 미래 시기에 Western New York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Dunkirk Bioenergy가 보다 저렴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안을 제공하고 Chautauqua 

카운티의 최대 고용업체 중의 두 곳에 보다 저렴한 청정 전력과 난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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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달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시설 부지 주변에 남아 있는 산업용 유기 쓰레기 흐름을 

활용하여 유기 쓰레기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EW YORK CITY: 50개 프로젝트에 5,14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11곳의 주요 학계, 의료계, 자선업계, 기술 및 약학 연구소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고 

있는 New York Genome Center가 병진식 연구, 생물정보학 능력, 데이터 마이닝과 공동으로 

대규모 게놈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 지원. 주 지원금은 Manhattan에 첨단 연구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Macro Sea, Inc.가 1899년에 최초로 지어진 과거 조선소였던 Green Manufacturing Center의 

두 동의 건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여 Brooklyn Navy Yard에 하이테크 설계 및 프로토타이핑 

“New Lab” 센터를 구축하도록 125만 달러 지원.  

• 뉴욕항의 관련 습지의 해안가 개발 및 복원을 위해 New York City Wetlands Mitigation 

Bank에 50만 달러 지원.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페리 선착장, 해안가 둔치 및 열린 공간, 하수 

인프라 개선, 도로 및 다리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복원 프로젝트에 창업준비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 뉴욕주 재배업자들, Gotham Greens에서 운영하는 옥상 농장, 그리고 교육 시설에서 직접 

재배된 유기농 농산물/농장 제품을 취급하는 창고, 유통 및 식품 가공 시설의 건설을 위해 

Oak Point Property에 40만 달러 지원. 

• 구 Brooklyn Navy Yards Hospital을 새로운 Media Campus for Steiner Studios로 개조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에 500만 달러 지원. 이 1억1,025만 달러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학계 

파트너와 미디어 기업이 이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새로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460,000 

sq. ft.의 새로운 공간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작업 및 사전 건축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CAPITAL REGION: 84개 프로젝트에 5,030만 달러 지원금 수령 

• 새로운 주택, 공원, 거리 풍경 개선에 중점을 둔 Town of Prattsville의 재건 활동에 85만 

달러 지원. 

• 뉴욕주 농장과 거래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Hudson Valley Agri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가 식품 가공 및 유통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775,000 달러 지원. 

• 50만 달러는 NY CAP Research Alliance가 RPI 및 Albany Medical Center를 포함한 회원 

기관들과 협업 연구를 실시하여 미래의 연방 및 산업 지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400만 달러는 Kiernan Plaza의 역사적인 특성과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상조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을 다운타운 Albany로 유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100만 달러는 Watervliet Arsenal에서 증기 및 전기를 추가 생산하여 기존의 Army R&D 및 

제조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Watervliet Arsenal에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소와 가스 화력 스팀 터빈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Korean 

것입니다.   

• Albany Waterfront를 수변 활동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현지 및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수변 

접근 및 서비스, Hudson River-기반 관광의 중심지로 재개발하는 데 95만 달러 지원. 

• 떠오르는 국가 수송 물류 및 유통 회사인 Railex가 Capital Region을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교통의 “허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Rotterdam MultiModal Center 확장에 100만 달러 

지원. 

• 떠오르는 지역 기술업체인 Transfinder가 다운타운 Schenectady에 있는 추가 부지로 

확장하도록 이끌고 기술 창업회사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인 NYBizLab를 

설립하는 데 15만 달러 지원.  

• Albany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가 정밀계측장비 설치를 포함해 학생 및 

연구 목적의 실험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15만 달러 지원.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가 Rensselaer Technology Park Campus에 공용 실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25만 달러 지원. Tech Park에 자리한 기존 시설은 산학 연구 단체들과 

협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 업데이트 및 개조하고 지역 연구 프로젝트 및 연합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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