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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1차 지역경제개발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이니셔티브 동안 1억 9천 6백만 달러 추가 어워즈를 발표

추가 어워즈, 뉴욕의 팬데믹 이후 회복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11차 기간 동안 다수
주정부 기관 프로그램에서 시행하는 48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
곧 착수할 단계에 있는 지역 프로젝트에서 이전에 수여된 롤링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로퍼먼트 기금(Rolling Empire State Development Funding)에서 8,100만 달러를
보완
어워즈 대상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11차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주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뉴욕 전역에 걸쳐 499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 800만 달러의 추가 어워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5억 2천
500만 달러라는 자원이 REDC 전략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각 지역 내 프로젝트는 유자격
프로젝트용으로 저비용 비과세 채권 기금을 지원하는 산업개발 본드 캡(Industrial
Development Bond Cap)에서 3억 달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주정부의 수질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추가 프로젝트 어워즈는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Hochu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주 모든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경제회복을 공정하게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현지 특유의 강점을 활용하는 상향식 접근법에
근거한 이 새 라운드의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수세대 동안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또 다른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지역경제개발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의장이자 부
주지사인 Brian Benjam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계속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지원하는 데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1억 9천 600만 달러를 수령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전체에서 11차 REDC 이니셔티브를 통해 1억 9천 600만 달러를 수령한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렌빌타운(Town of Glenville) –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
커낼웨이(Canalway) 프로그램으로부터 말릭파크카약론치(Maalwyck Park Kayak
Launch)에 150,000 달러(캐피털지역): 글렌빌타운은 자동차 지붕 위에 실어 나르는
보트 론치, 해안가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며, 락(Lock) E-8 근처 말릭파크에 해안선
복원력 개선사업을 하며, 노후화되고 있는 기존 진입로 재포장사업을 할 것입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 국무부 현지 해안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부터 오스위고강 공용
보트론치 2단계 사업(센트럴 뉴욕)에 196,139 달러: 오스위고 카운티는 주 루트 481을
따라 있는 7.83에이커의 미개발지의 오스위고강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새로 창출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변에 ADA를 준수하는 길을 조성하며,
해안선 안정화, 조망지역, 및 카누 선착장을 만들 것입니다. 락 5와 6 사이에 있는
오스위고강의 동쪽 제방에 위치한 이 지역은, 락을 찾지 않고도 강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리빙스톤 카운티 개발공사 –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국(Homes & Community
Renewal)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댄스빌 빌리지 뉴욕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핑거 레이크스)에 500,000 달러: 리빙스톤 카운티 개발공사는 다운타운
댄스빌 소재 9동의 건물을 복원하는 4,123,000 달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
메인스트리트 기금에서 500,000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복원 사업은 추후 다운타운
댄스빌을 위한 디자인계획에 조화되도록 하는 외관 복원을 포함합니다. 추가
개선사항이 15개의 상업용 및 26개의 주거용 사업에 이루어지는데, 이들 중 18개는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며, 저렴한
주거 옵션을 늘리고, 사업의 신규 설립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댄스빌의
중심 사업구역에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Performing Arts, Inc.를 위한 팻초그 빌리지 센터 - 팻초그
극장개선(롱아일랜드)사업을 위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부터 500,000 달러: 퍼포밍 아츠를 위해 팻초그 빌리지 센터는 팻초그
빌리지의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극장에서 다용도 공간 쇄신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메인스트리트 기금에서 500,000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추정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은 1,500,000 달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연습실, 의상실, 욕실을 만들어
보다 양질의 연극, 다양한 연출 및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 개선사항들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공원 및 트레일 뉴욕(Parks & Trails New York, PTNY), 허드슨 밸리 자전거 관광
특별행사(Cycle the Hudson Valley Tourism Special Event)(허드슨 중부)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로퍼먼트 마켓 뉴욕 프로그램으로부터 226,500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산책로 모험: 허드슨 밸리 자전거 행사는 전 세계를 도는
사람들에게 뉴욕시의 뒤뜰을 이용하는 모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7일 간의 자전거여행은, 지역사회, 문화, 역사, 허드슨 밸리를
상징으로 하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는 뉴욕시와 올버니 사이 210
마일을 탐험하는 라이더들을 안내합니다.
화이츠타운의 타운 -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클라이밋 스마트 커뮤니티 지원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소퀏 크릭 플러드
벤치(Sauquoit Creek Flood Bench) 3단계(모호크 밸리) 사업을 위해 210,000 달러:
화이트스톤의 타운은 세 개의 플러드플레인 벤치 건설과 함께 소퀏 크릭 채널 및
플러드플레인 복구 프로그램의 3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 벤치는 극심한 기후
상황 동안 홍수 단계를 감소시킬 것이며, 타운과 빌리지 구역에 대한 홍수 피해를 줄일
것이며, 소퀏 크릭을 원래 범람원과 연결함으로써 자연 강기슭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1%의 연례 홍수피해 감소, 하천 통로를 따라 범람 및 침식
완화, 하천 제방의 안정화를 포함합니다.
콜롬비아대학교 어빙 의료센터(Irving Medical Center) - NYSERDA 상업 및 산업 탄소
챌린지(Commercial and Industrial Carbon Challenge)로부터 콜롬비아 의료센터
난방시스템 전력화(뉴욕시)를 위해 1,411,075 달러: 콜롬비아대학교 어빙 의료센터는,
두 동의 건물에서 증기-온수 전환 및 해당 건물에 냉난방 부하의 균형을 조절하는
열회수 열펌프 설치를 포함하는, 다수의 에너지 효율 작업을 맡을 것입니다.
윌나 타운 - 국무부 브라운필드 기회 지역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으로부터 디퍼릿 BOA 노미네이션(Deferiet BOA Nomination)의
빌리지(컨트리 북부)를 위해 180,000 달러: 윌나 타운과 협력관계에 있는 디퍼릿의
빌리지는 제퍼슨 카운티 소재 블랙리버(Black River)를 따라 있는 200 에이커의 이전
제지공장과 주변지역을 위해 BOA 노미네이션을 개발할 의향이 있습니다. BOA
노미네이션의 목적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관여
및 기획절차를 통해 이 지역에서 가능한 미래 고용 기회는 물론 이전에
제지공장이었던 곳의 재개발 기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닝시 - 나서 시빅센터 플라자 아이스링크(Nasser Civic Center Plaza Ice Rink)(서든
티어)를 위해 공원, 여가 및 역사유적보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여가용 산책길 프로그램으로부터 337,500 달러: 코닝시는 시빅센터
플라자 아이스 링크 캐피털 개선 프로젝트(Civic Center Plaza Ice Rink Capital
Improvement Project)의 3단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기존 휴게시설을 ADA
기준에 부합하도록 쇄신할 것이며, 난간과 통로를 개선하며, 이동 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분적 포장교체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리 카운티 - 세네카 블럽 자연서식지공원 그린 인프러스트럭쳐 주차장(Seneca
Bluffs Natural Habitat Park Green Infrastructure Parking Lot)(서부 뉴욕)을 위해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그린 이노베이션 지원금
프로그램으로부터 1,305,000 달러: 이리 카운티는 세네카 자연서식지공원에 다수의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NYSEFC 그린 이노베이션 지원금 프로그램의 REDC
CFA 기금에서 1,305,000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들 그린 인프라는 버팔로시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환경적 정의 지역에서 공원의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초, 11차 사업의 일부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체에서 97건의 곧 착수할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기금에서 8,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지원 대상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회의 신청을 통해 수여되는 이 기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로퍼먼트가 제공하는
기금과 엑셀시어 직업 프로그램 세금 혜택(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이
제공하는 2억 2천 5백만 달러의 일부로, 주의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라운드의 지속성과 경쟁력 기준에 맞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필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어워즈는 프로젝트가 검토되면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 중인 기준 아래 계속 신청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 및 지역의 경제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 효과가 크며, 곧 실행에 착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진 신청자들은 여전히 통합기금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소개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이니셔티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2011년에
10개의 지역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반의 상향식 접근방법을 마련하고 주 리소스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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