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현재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는 주 전역의 SHOVEL-READY 사이트에 

주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대 2억 달러의 "FAST NY"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뉴욕의 Shovel-Readiness를 빠르게 시작하고 대규모 고용주에 대한 뉴욕의 매력을 
재고하는 프로그램  

  
12월 15일에 개최될 예비 지원자들을 위한 정보 웨비나  

  
12월 15일 개설되는 신청 포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주요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확장하기 위한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Shovel-Ready 트랙 집중 유치(Focused Attraction of Shovel-

Ready Tracts)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제 잠재적 지원자들의 의향서를 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AST-NY는 첨단 기술 제조, 주 간 유통 및 물류 비즈니스 및 기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주요 상업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 및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신청 절차의 첫 단계로 

의향서(Letters of Intent)를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5일 신청 포털이 개설되면 

서면을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수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FAST-NY 프로그램은 Shovel-ready 

사이트의 공급을 늘리고 미래의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뉴욕의 상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주 경제를 강화하고 고성장, 고임금 일자리를 가져오는 핵심 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AST NY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의향서를 제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에 발표된 역사적인 Micron 투자는 기업들이 건설할 수 있는 

Shovel-ready 사이트를 갖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이 회사들이 

연방정부의 CHIPS and Science와 뉴욕 자체의 Green CHIPS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뉴욕은 추가적인 Shovel-ready 사이트가 필요할 것이고, FAST NY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zoom.us%2Fwebinar%2Fregister%2FWN_ks1gZ2_PT6mOZ6x5-_WJoA&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2a7a2659ffd47688e0608dad49e762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560742987966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75yBnjKQjMHda1HbYqSRXOkcjpy4iepIU9K5nzgeO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fast-n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2a7a2659ffd47688e0608dad49e762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560742987966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HwzGpK33o9vQNjuD%2F6jrUCe0KO5mryGxzDKNx5QCPs%3D&reserved=0


  

사업 착수를 위한 투자는 반도체 산업 부지 선정의 핵심 동력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Micron은 최근 칩 제조 공장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뉴욕 센트럴에 있는 

Shovel-Ready White Pine 부지를 선택했고 마르시에 있는 Shovel-Ready 사이트는 

Wolfspeed를 모호크 밸리로 유치하게 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Shovel-Ready 트랙(FAST NY)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트랙 A - FAST NY Shovel-Ready 인증  

o 사이트 마케팅 목적을 위해 ESD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인증은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업에 앞서 모든 

주요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주")와 사전에 협력했음을 

입증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트랙 B - FAST NY 개발 전 보조금  

o 사이트당 최대 50만 달러의 운영 자본 보조금이 수여되어 필요한 

사전 개발 현장 계획 및 향후 Shovel-Ready 사이트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조금은 FAST NY Soub-Ready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같이 보조금 수령자가 개발 전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트랙 C - FAST NY 인프라 개선  

o 수도권 지역(Capital) 보조금은 수도, 하수도, 교통, 전기, 가스 및 

기타 자본적격 부지 개선 비용과 같은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성숙한 부지의 Shovel-Ready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여됩니다.  

  

경쟁력 재고(Competitive) 보조금 상은 FAST NY Shovel-Ready 인증 요건을 충족한 

사이트에 제공됩니다.  

  

신청자격은 뉴욕주에 소재한 비영리 산업개발기관과 해당 부지가 소재한 지자체를 

대표하여 활동하도록 지정된 당국 및 경제개발법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비영리 경제개발단체입니다. 사이트의 크기가 최소 40에이커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매력적인 부지 자산이나 브라운필드 재개발 가능성과 



같은 공공 이익을 나타내는 소규모 부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 기술 재생 에너지, 생명 과학, 농업 비즈니스, 광학, 운송 장비, 재료 

가공, 산업 기계 제조 및 기타 첨단 제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이 테크 제조 기술 업종  

• 주 간 유통 및 물류 사이트  

• 반도체 제조 및 관련 산업 및 공급망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대상 사이트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  

• 연구 개발  

• 사무실 주차장  

• 주 간 유통 및 물류  

모든 보조금은 상환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의향서(Letters of Intent, LOI)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esd.ny.gov/fast-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래한 뉴욕 

경제를 강화하고, 미래의 공급망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역 제조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래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 기술 제조업 분야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성장하는 산업을 뉴욕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래에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과 강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입니다."  

  

Harry B.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 위원회 위원장(Chair of 

Economic Development)으로서 저는 Shovel-ready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Shovel-ready 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싸웠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주로서 우리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 보조금 프로그램 때문에 뉴욕주를 찾을 것이고, 그 결과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욕을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주를 위한 포괄적인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 부양책입니다."  

  

뉴욕주 경제개발 공사(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Ryan Silva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Market/shovel-ready 사이트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뉴욕에서 투자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일자리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뉴욕주가 

명시한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유치하여 모든 

뉴욕 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승인해 준 Hochul 주지사님과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fast-n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2a7a2659ffd47688e0608dad49e762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560742987966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HwzGpK33o9vQNjuD%2F6jrUCe0KO5mryGxzDKNx5QCPs%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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