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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제12차 지원금으로 6,80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즉시 시행 가능한 74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1차 지원금  

  

전체 지원 대상자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 74개 우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6,8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2차 라운드에는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규모의 핵심자본 지원금 및 공제 등이 공모전을 거쳐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자금은 각 지역의 전략적 목표에 따른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보조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및 지역의 경제 개발 우선순위에 

맞는 신규 프로젝트를 가진 신청자는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를 통해 우리는 각 지역사회 

최우선 과제에 따라 뉴욕 전역에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은 프로젝트에 이번 

라운드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 주민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오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미래 성공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의장인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계속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추진하여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에 대한 우리의 상향식 접근법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역 수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전역에서 이러한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시작 

준비를 마친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하여 우리 뉴욕주는 물론 지역 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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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뉴욕주 경제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프로젝트에 지원되며, 주 전역에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1차 라운드 프로젝트는 각 지역 의회가 프로젝트 준비와 각 지역의 전략적 계획과의 

연계로 인해 권장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트스 네스트(Kite's Nest, 주도 지역) - 1,600,000 달러 ESD 보조금: 

카이트스 네스트 재생 자본 프로젝트(Kite's Nest ReGeneration Capital 

Project)는 2 에이커 규모의 과거 상업지역인 허드슨 리버프론트(Hudson 

Riverfront) 부지를 교육, 청년 고용, 환경 정의, 예술을 위한 캠퍼스로 

전용합니다. 캠퍼스는 허드슨의 세컨드 와드(2nd Ward) 지역의 중심지로서 청년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사회, 세대, 단체 간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탄소 중심성 건물, 행사 공간, 온실, 대규모 야외 편의시설 등이 위치합니다.  

  

 어드밴드스 모터스 앤 드라이브스 매뉴팩처링(Advanced Motors & Drives 

Manufacturing, 센트럴 뉴욕) - 1,300,400 달러 ESD 보조금, 325,000 달러 

엑셀시어 일자리 공제: 어드밴스트 모터스 앤 드라이브스(AMD)는 오논다가 

카운티 이스트 시러큐스의 현재 시설에 두 개 생산라인을 추가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및 확장하여 제조 역량을 확대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AMD 는 재생 

에너지 부문(윈드밀 에너지), 대형 차종 전기화(버스, 운송 트럭, 오프로드 

건설용 차량 등) 등 중요한 두 개의 떠오르는 제조 기술의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뢰칠링 메디컬(Roechling Medical) 확장(핑거 레이크스) - 1,500,000 달러 ESD 

보조금, 227,000 달러 엑셀시어 일자리 공제: 뢰칠링 메디컬 로체스터(Roechling 

Medial Rochester)는 뢰칠링 메디컬(Roechling Medical) 산하 북미 플래그십 

시설로 미국의 늘어나는 의료 장비 수요 대응을 위해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시설은 의료 장비 충전 몰딩 및 조립 시장의 선도자입니다. 자금 

지원으로 로체스터/게이츠 지역에 새로운 뢰칠링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의 

특수 청정실 운영 역량을 확대합니다.  

  

 라이프스 워크 워크포스 이니셔티브(Life's WORC WORCForce Initiative, 

롱아일랜드) - 735,000 달러 ESD 보조금: 라이프스 워크(Life's WORC)는 건물 

재개발을 통해 워크 포스 센터(WORC Force Center)를 조성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공동체 



정신을 기르며 더욱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소매 환경, 

컴퓨터 랩, 자동차, 전문 주방, 기타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 

센터가 위치합니다. 또한 특별 세미나 및 행사 장소로 활용됩니다.  

  

 더 밀크 팩토리(The Milk Factory , 미드 허드슨) - 1,500,000 달러 ESD 보조금: 

더 밀크 팩토리는 오렌지 카운티 월덴 카운티에 위치한 상징적인 시설인 보덴 

밀크 콘덴서리(Borden Milk Condensery)를 재활용합니다. 밀크 팩토리가 사용할 

곳은 1884년 건축된 20 에이커 규모의 시설은 우아한 벽돌 양식의 12개의 

연결된 구조물이며, 화재와 방치로 인해 폐허로 변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한편, 이 곳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놀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밀크 팩토리는 와이너리/양조장, 부티크 호텔로 호텔 객실, 장기 투숙 

스위트, 레스토랑, 헬스장, 스파, 소매점 등이 위치합니다.  

  

 모호크 리프트(Mohawk Lifts) 자동화 개선(모호크 밸리) - 300,000 달러 ESD 

보조금: 모호크 리프트 유한회사(Mohawk Lifts, LLC.)는 중형 자동 승강기 

부문의 선도자로 몽고메리 카운티 암스테르담에서 40년 이상 지역사회의 주요한 

업체로 기능했습니다. 모호크 리프트는 제조 장비 및 절차 업데이트(자동화 절차 

추가, 강철 커팅/연소 테이블 업데이트, 재료 처리 및 용접 지원 장비 투자,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공장 배치)를 통해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소재 처리 공급 리프트 산업으로 

진출합니다. 해당 부문에서 엔지니어링 팀이 최근 개발한 선도 기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합니다.  

  

 국립 블랙 극장(National Black Theatre) 빅토리 개발 프로젝트(Victory 

Development Project) (뉴욕시) - 2,500,000 달러 ESD 보조금: 유서깊은 국립 

블랙 극장(National Black Theatre)은 할렘에서 추진되는 다목적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Barbara Ann Teer박사의 1968 비전으로 탄생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했던 이곳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매점, 

레스토랑, 다가구 주택이 포함된 예술 복합 단지의 일부가 되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블랙 극장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합니다.  

  

 사우전드 아일랜드 와이너리(Thousand Islands Winery) 시설 확장(노스 컨트리) 

- 86,000 달러 ESD 보조금, 152,890 달러 엑셀시어 일자리 공제: 제퍼슨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베이에 위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와이너리는 현재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와인 및 와인 슬러시 제조 역량을 확충합니다. 와이너리는 

단계적으로 수작업 파우치 필링 과정을 자동 파우치 필링으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운영 확대에 따라 뉴욕주에서 가장 최첨단 와인 파우칭 역량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게 되며,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베브 뉴욕 프로젝트(Best Bev NY Project, 서던 티어) - 3,200,000 달러 

ESD 보조금: 베스트 베브 유한회사(Best Bev, LLC.)는 알코올 및 무알콜 음료에 

대한 패킹, 재료 구매, 보관, 브랜드 유통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베스트베브는 뉴욕주에 시설을 마련합니다. 운영 이전을 위해 베스트 

베브는 장비 및 기계, 가구 등 구매하는 등 티오가 카운티에 위치한 임대 시설을 

리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브 본부 아동 지원 센터(BestSelf Headquarters Child Advocacy 

Center, 웨스턴 뉴욕) - 2,000,000 달러 ESD 보조금: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BestSelf Behavioral Health)은 웨스턴 뉴욕 최대의 지역사회 행동 진료 

서비스 제공자로, 899 Main Street에 위치한 버펄로 나이아가라 의료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를 리노베이션합니다. 시설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 베스트셀프의 아동 지원 센터(Child Advocacy Center)를 이전해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또한 지역사회 훈련 센터가 위치해 인력 개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프로세스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경제 요구를 충족하는 

전략적 계획 및 자금 지원 우선 순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지역경제개발협의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76억 달러 이상을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부합하는 9,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었습니다.  

  

통합 기금 신청 소개  

통합 기금 신청은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 절차는 주 자원이 배정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며 지역 경제 개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관료주의는 줄이고 효율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은 경제 개발 기금 이용을 위한 단일 입구 역할을 함으로써 신청자들이 조율 

메커니즘이 없어서 여러 기관과 소스를 느릿느릿 찾아다녀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도록 

합니다. 이제 경제 개발 프로젝트는 통합 지원금 신청을 지원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여 한 

신청서를 통해 여러 주 기금원에 접근함으로써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며 

생산적이 됩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소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cio.ny.gov%2Fapps%2Fcfa%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e972436e8d1491d634008dacd8a6ba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82917684063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0OJdYv9aFQtBAWdb3LqR77v7xYJjibYiOnU%2FuzhP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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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의체들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뉴욕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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