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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제9차 대회 개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10개 전 지역에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여하게 

될 제9차 대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식적으로 7억 5,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욕주 

경제 개발 자원을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2019년 제9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서(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십 

개의 주정부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업, 지자체, 비영리 단체, 일반 대중등이 

단일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5월 1일에 신청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진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이루었고 주 

전역에 걸쳐 지역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대회가 제9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수십 년간 이러한 경제 엔진이 계속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이 상향식 접근법에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한데 모아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주 전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뉴욕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에 참가한 10개 지역 모두에서 

엄청난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원을 투자하고, 우리만의 경제 개발 대회를 

실시하여 이 원동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세스는 상향식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별 전략을 

만들고, 주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뉴욕주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활동이 

완료된 후 61억 달러 이상이 7,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그 결과 주 전역에서 23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는 지난 8차례의 대회들을 다음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DC)는 781 개 

프로젝트에 5억 5,3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는 856 개 프로젝트에 

6억 5,6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DC)는 655 개 프로젝트에 6억 

1,3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DC)는 708 개 프로젝트에 

7억 3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DC)는 640 개 프로젝트에 

6억 1,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North Country REDC)는 607 개 프로젝트에 6억 

1,4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REDC)는 813 개 프로젝트에 5억 

8,8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미드 허드슨 지역경제개발협의체(Mid-Hudson REDC)는 809 개 프로젝트에 6억 

4,78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뉴욕시 지역경제개발협의체(New York City REDC)는 710 개 프로젝트에 5억 

4,9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DC)는 791 개 프로젝트에 6억 

3,9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제9차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정도의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핵심 지원에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대한 2억 2,500만 달러의 기금 및 세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통합 지원금 신청서(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절차를 통한 

기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계획과 일관되게 지역사회 재활성화와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5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원을 받습니다.  

  

2019 년 지역 협의체(Regional Council)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 및 시내 재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투자 지원.  

•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지원.  

• 지역 사업자 및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보육 보조 수요 확인 및 잠재적 해결책 개발.  

• 지역을 위한 경제 및 환경 정의 전략 개발.  



• 통합 지원금 신청(CFA)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 및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 추적.  

  

전략적 계획의 시행을 장려해서, 지역위원회, 기업, 교육기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동기를 더 

부여합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2019년 통합 지원금 신청서(CFA)를 통해서 10개의 모든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s)에 제공하지만, 지역협의회는 또한 과거 성과 및 전략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치에 주안점을 둡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회와 지역사회 대표자들 

사이의 진정한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극히 중요합니다.  

  

2019 제9차 대회 지원금  

2019년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는 지역의 우선순위로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가 인정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본금에서 최대 1억 5,000만 달러,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에서 7천 500만 달러를 두고 저울질하게 됩니다. 10개 

전 지역은 올해 상위 수행자(Top Performer)로 지정되기 위해 겨룹니다. 상위 성과자 5개 

지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자본금(ESD Capital Grants)에서 1억 달러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나머지 5개 지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자본금(ESD Capital 

Grants)에서 5,000만 달러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 

사업체를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 7,500만 달러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인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다시 한 번 1,000만 달러를 받으며, 통합 지원금 신청서(CFA)를 

통해 신청한 모든 10개 지역 프로젝트는 기타 주 기관 기금에서 5억 2,50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19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가이드북과 가용 자원 리스트는 

http://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CFA)은 5월 1일 금요일에 신청자들에게 공개되며, 신청 마감기한은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 시입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CFA)은 https://apps.cio.ny.gov/apps/cf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서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소개  

뉴욕주의 경제 개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활동의 일환으로 통합 

지원금 신청(CFA)은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확립되었습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서(CFA) 절차는 주 자원이 배정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며 지역 경제 개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관료주의는 줄이고 효율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서(CF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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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pps.cio.ny.gov/apps/cfa/


신청서(CFA)를 지원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여 한 신청서를 통해 여러 주 기금원에 

접근함으로써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며 생산적이 됩니다.. 통합 지원금 

신청(CFA)에 접속하시려면, https://apps.cio.ny.gov/apps/cfa/을 방문해주십시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소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접근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요 공약입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10개의 지역협의체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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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s)에 대한 상세 

정보는http://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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