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버펄로, 나이아가라 폴스, 로체스터 시와 지역 활성화 파트너십 발표  

  

2023년 예산 발표에 따라, 뉴욕주는 민간 자금투자자 및 지자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각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는 곳에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New York State's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지방 지자체, 민간 자선 파트너 간의 다개년 협력 이니셔티브인 

지방 활성화 파트너십(Regional Revitalization Partnership, RRP)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RRP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폴스, 로체스터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곳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회계연도 2023 뉴욕주 예산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가 이 

계획을 2022년 4월 2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RRP 전략, 시행법, 프로젝트, 프로그램, 

타겟 지역의 개요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은 이러한 지역사회 전역에서 

경제 개발의 촉매제가 되어 전국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더욱 굳건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전일적 전략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폴스, 로체스터의 가장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야심찬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공정한 미래를 구축할 것입니다."  

  

Hope Knight 뉴욕주 개발공사 커미셔너 겸 대표,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 전략 투자에 대한 투자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정부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노력은 도시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뉴욕주 전역에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협력을 통해 추진된 RRP는 3억 달러 규모의 민관 협력 공공 지역 투자로, 

버펄로, 나이아가라 폴스, 로체스터 등 세 개 지역에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주도 전략은 

정부와 자선 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 개발을 주도하는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를 구축하고 주민을 지원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regional-institute.buffalo.edu%2Fwp-content%2Fuploads%2Fsites%2F155%2F2022%2F05%2F2022-RegionalStrategy_May27.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256975c05bf44567e7108da43f1aff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70026843936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9VzDk22yfSXNysuBRryGJ0uLfktUIKVXooqXtDGFYKo%3D&reserved=0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주민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공동 투자를 하여 웨스턴 뉴욕 도시 세 

곳에서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협력 및 

지역사회 주도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가 2억 달러, Ralph C. Wilson, Jr. 

재단이 자선 및 기업 파트너와 함께 8,100만 달러, 나머지는 각 도시의 지방 정부에서 

1,900만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ESL 연방 신용조합(ESL Federal Credit Union), 

키뱅크(KeyBank), M&T 은행(M&T Bank) 재단은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avid Egner 랄프 C. 윌슨 주니어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개별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십 개의 파트너 및 자금투자자를 기반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전략적 민관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 전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변화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의 전략적 패키징과 프로젝트 추진은 추가 자금을 활용하는 전국적 모델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12년 이상에 걸친 강력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는 현재 

소중한 세 곳의 지역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개발을 위해 독창적인 방식을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자선 단체 파트너, 정부 및 민간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강화: 이러한 기업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특히 여성 및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상품/서비스 선택권,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익/소비, 일자리 기회 확대.  

• 지역 투자: 지역 기업 구역에 대한 자금 지원, 지역사회 중심지 재건, 지역 

활성화.  

• 인력 준비: 지역 주민의 기술 개선,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파트너가 전략적으로 수립한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도시의 장기 지역사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수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 버펄로에서 진행되는 1억 8,000만 달러 투자는 이스트 사이드(East Side)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장기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6,000만 달러 규모의 버펄로 센트럴 터미널(Buffalo 

Central Terminal) 및 커뮤니티 치료 및 회복 센터(Community Treatment and 

Recovery Center, CTRC) 투자, 3,700만 달러 규모의 브로드웨이 마켓(Broadway 

Market) 자본 개선 투자 및 비영리 단체 설립, 미시건 스트리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유산 코리도(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 



대규모 투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원(Martin Luther King, Jr. Park) 그린하우스 

복원 등이 있습니다.  

  

• 나이아가라 폴스에 대한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ESD/시티 2021(City 2021) 

플래닝 노력을 보충합니다. 파이프 애비뉴에 위치한 도시의 역사적인 시티 

마켓(City Market) 인근 식품 기업에 집중한 1,9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다양한 유적 및 지역사회 중심 시설 복원 및 개선을 위한 1,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500만 달러 규모의 대상 지역 상업 지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 로체스터에서 진행되는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도시에서 진행 중인 

워터프론트 사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추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알오씨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및 하이 폴스 주립공원(High Falls State Park), 

다목적 인력 훈련 프로그램/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도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상업 코리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혁신 자금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이스트 사이드에서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브로드웨이 마켓, 미시건 스트리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유산 

코리도, 엠엘케이 파크(MLK Park) 등 버펄로 지역에 1억 8,000만 달러가 투자됩니다. 

또한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주신 Ralph C. Wilson Jr. 재단 및 

기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행정부가 주도한 투자를 바탕으로 이를 

완성하며, 이스트 사이드 주민의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Robert Restaino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놀라운 

협력 이니셔티브로 시티 마켓과 같이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곳을 활성화하여 

다운타운의 관광지 이외 지역에도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상징과 같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작년 지역사회 파트너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 및 가상 간단회를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시와 협력하여 

이를 실현해주신 Hochul 주지사, Ralph C. Wilson 재단, 기타 민간 자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Malik D.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파트너십을 통해 

로체스터 주민과 웨스턴 뉴욕에 기속적인 투자를 해주신 Hochul 주지사, 뉴욕주 

개발공사, 자선 단체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파트너십은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며,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성과를 

이루고 경제 환경을 강화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성하는 로체스터를 만들기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ESD는 대출, 

보조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뉴욕주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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