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지역협의체 대회(2017 REGIONAL COUNCIL 

COMPETITION)를 통해 7억 5,5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자원이 

지급되었다고 발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수령한 

10 곳의 전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총 기금 4억 2,590만 달러를 수령한 '최우수 지역협의체(Top Performers)'로 지명된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롱아일랜드  

  

'지역협의체' 보조금으로 3억 2,970만 달러를 수령한 웨스턴 뉴욕, 서던 티어, 노스 

컨트리, 뉴욕시, 핑거 레이크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프로그램을 통해 7억 5,5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기금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낙후된 상명 하달 경제 개발 방식을 지역사회 기반의 성과 기반 모델로 

재편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한 주지사 전략의 핵심 

단체인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들이 2011년에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상공업계, 학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뉴욕주 각 지역 내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강점과 자원에 맞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2017 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 년 동안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들은 경제 발전에 있어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뉴욕의 

지역 자원에 투자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역 리더들 간의 협력을 조성하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함께 받아들여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의 미래를 위한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2017AwardsREDCRound7Bookletdjunys.pdf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추진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보조금을 수령한 각 협의체(Council)에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 지역사회의 활기와 번영을 위해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전략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 왔습니다. 힘을 모아 우리는 함께 다운타운을 복원하고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며 새로운 주민과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아야 할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들이 선보인 탁월한 계획들 덕분에, 저희는 발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세스는 상향식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뉴욕주 전체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 주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뉴욕주의 지역 경제 성장에 

이르는 뉴욕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1 년에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뉴욕주 전 지역에서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6,3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54억 달러 이상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프로그램을 통해 7억 5,5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880만 달러(112개 

프로젝트 지원)  

핑거 레이크스: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390만 달러(110개 

프로젝트 지원)  

서던 티어: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730만 달러(83개 프로젝트 

지원)  

센트럴 뉴욕: 최우수상 – 8,640만 달러(112개 프로젝트 지원)  

모호크 밸리: 최우수상 – 8,550만 달러(101개 프로젝트 지원)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490만 달러(81개 프로젝트 

지원)  

주도 지역: 최우수상 – 8,500만 달러(110개 프로젝트 지원)  

미드 허드슨: 최우수상 – 8,480만 달러(113개 프로젝트 지원)  

뉴욕시: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480만 달러(121개 프로젝트 

지원)  

롱아일랜드: 최우수상 – 8,430만 달러(98개 프로젝트 지원)  

  



 

 

올봄에 Cuomo 주지사는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Round VII)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2 년차를 시작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뉴욕주 전체 10 곳의 지자체에 각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도시의 도심 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올해 초, 각 다운타운의 변화에 대한 잠재력을 

철저하게 평가한 후, 각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는 해당 지역에서 최고의 지역사회 

계획안을 선택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 보조금 1,000만 달러의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전략적 투자 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을 따릅니다.이 

투자 계획은 해당 다운타운 지역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고유한 비전과 일치하는 특정 

프로젝트를 확인합니다.  

 

해당 신청서와 함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을 통해 1,0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 

지역사회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ound VII)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 기관의 커미셔너들과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적 실행 평가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 SIAT)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10 곳의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전략적 실행 평가팀(SIAT)은 올해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들의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받은 후 지역 전략 

계획의 실행을 평가했습니다.  

 

2017 년의 경우, 10 곳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모두가 “최우수 지역협의체(Top 

Performer)”로 지정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상위 5 곳의 최우수 지역협의체(Top 

Performer)는 우선 순위가 앞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에 

이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 5 곳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받습니다. 그 밖에,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 사업체를 유치하여 성장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최대 7,500만 달러에 

이르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대회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7억 5,500만 

달러를 수령하는 1,000 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880만 달러(112개 

프로젝트 지원)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는 740만 달러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인프라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확장은 

무수한 산업 분야의 웨스턴 뉴욕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https://www.ny.gov/programs/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


 

 

혁신을 촉진하며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첨단 컴퓨팅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알프레드 대학교(Alfred University)는 훼손된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돌려놓도록 서던 티어 비즈니스 센터(Southern Tier Business Center)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700만 달러 규모의 센터는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고, 

기업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도우며, 특히 첨단 소재의 

가공 및 특성화에 의존하는 제품의 상업화와 특별히 관련된 솔루션 구현을 지원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City of Niagara Falls)는 기존 구조의 복원 및 개보수와 상업 및 복합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을 통해, 이 도시의 관광 지구로 가는 관문인 사우스엔드 다운타운 

지역사회에서 민간 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활동을 이끄는 사우스엔드 게이트웨이 

구역 활성화(Southend Gateway District Revitalization)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5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Finger Lakes):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390만 

달러(110개 프로젝트 지원)  

 

옵티프로(OptiPro)는 정밀 광학 제품의 국내 및 수출 판매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계 및 

장비의 925만 달러 규모의 확장 및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6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Center for Teen Empowerment)는 로체스터 시의 사우스웨스트 

쿼드런트의 290만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와 노스웨스트 쿼드런트 및 노스 이스트 

쿼드런트의 추가 위치 개장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4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 지역의 일자리 훈련 및 배치 프로그램을 위해 이 단체의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봉사 활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체스터 박물관 사이언스 센터(Rochester Museum Science Center)는 박물관과 

4,000 평방 피트 규모의 경이적인 게이트웨이 빌딩(Gateway Building)이 포함된 

스트라센버그 천체 투영관(Strasenburgh Planetarium) 사이에서 현재 붕괴되고 있는 

진입로를 교체하는 제 2단계 개보수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 마켓 뉴욕(Market New 

York)의 지원금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 벽, 개방형 로비, 새로운 접수 데스크를 갖춘 혁신적으로 설계된 이 

환경친화적인 건물은 개선된 편의 시설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서던 티어(Southern Tier):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730만 

달러(83개 프로젝트 지원)  

 

비처 이미션 솔루션 테크놀로지스(Beecher Emission Solution Technologies, 

BEST)는 비즈니스 확장 및 모든 제조업 운영과 직원의 중앙 집중화를 허용하도록 셔멍 

카운티의 빅 플래츠 타운에 있는 이전 슈바이처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Schweizer 

Aircraft Corporation) 제조 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8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골든 에이지 치즈 컴퍼니(Golden Age Cheese Company)는 페인티드 포스트 빌리지의 

새로운 1,070만 달러 규모의 최첨단 치즈 생산 및 개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1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산지 우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즈 생산업에 일자리를 추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최근 캠벨(Campbell)에 있는 크래프트(Kraft) 시설을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로 이전함으로써 생겨나는 시장 공백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쉴러 카운티(Schuyler County)는 왓킨스 글렌 빌리지의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 

워터프론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로컬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 지원금 

13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곧 해체될 호숫가 폐수 처리 공장(Waste 

Water Treatment Plant)의 재개발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클루트 파크(Clute Park)에 있는 

화장실과 상용 등급의 주방 및 재사용 타당성 조사(Reuse Feasibility Study)의 준비를 

비롯한 사계절 파빌리온의 설계 및 시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최우수상 | 8,640만 달러(112개 프로젝트 지원)  

  

매디슨 카운티의 카제노비아 소재 북미 본사를 갖춘 전자 기계 스위치 및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인 마쿼트 스위치스 주식회사(Marquardt Switches Inc.)는 엔지니어링 및 전문 

서비스를 위한 작업 공간 확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원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첨단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기술 센터(Global Technology Center, GTC)의 

310만 달러 규모의 제 2단계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6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부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를 통해 회사의 기술 

역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풀턴 그룹 NA 주식회사 및 계열사(Fulton Group NA, Inc. and Affiliates)는 (i) 이스트 

시러큐스의 시설 구입, (ii) 풀라스키, 이스트 시러큐스, 시러큐스의 시설 개보수 공사, (iii) 

기계와 장비의 구입 및 설치, (iv)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1,125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5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마튼스 컴퍼니스 유한책임회사(Martens Companies, LLC)는 카유가 카운티에 있는 

470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식품 가공, 포장, 기본적으로 건강에 중점을 둔 식품에 

주력하는 유통 센터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18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토지 취득과 

15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하고 장비를 장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호크 밸리 (Mohawk Valley): 최우수상 | 8,550만 달러(101개 프로젝트 지원)  

 

난민을 위한 모호크 밸리 자원 센터(Mohawk Valley Resource Center for Refugees)는 

모호크 밸리와 유티카 시의 환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 월드 유티카 환영 및 기회 센터(One World Utica Welcome & Opportunity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48,0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인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며 궁극적으로 모든 신규 이민자와 주민에게 공동체 

의식과 포용성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이버후드 센터(Neighborhood Center)는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 및 치료 시설인 

소울라리움 중독 치료 센터(Soularium Addiction Treatment Center)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75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센터의 사명은 중독자들이 행복과 회복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할 때, 

증거 기반의 전체론적, 임상적, 행동적 건강 회복 및 발견 치료법을 활용함으로써 

중독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브루어리 오메강(Brewery Ommegang)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일년 내내 방문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브루어리 오메강(Brewery 

Ommegang)의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오메강 호스피털리티 센터(Ommegang 

Hospitality Center)를 위해 마켓 뉴욕(Market NY)의 지원금 525,0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490만 달러(81개 프로젝트 

지원)  

 

항공 우주 산업 및 방위 산업을 위한 첨단 몰딩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 제너럴 

콤퍼지츠(General Composites)는 465,000 달러 규모의 사출 몰딩 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93,0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바이오니크(Bionique)는 테스트 실험실의 실험실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구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3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15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실험실의 마이코플라스마 

테스트 절차에서 가장 업데이트 된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커런트 애플리케이션스(Current Applications)는 맞춤형 모터 제조 설비에서 사용되는 

균형을 맞추는 장비의 구입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3,0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118,530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외주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를 되찾아 올 것입니다.  

 

주도 지역 (Capital Region): 최우수상 – 8,500만 달러(110개 프로젝트 지원)  

 

스타벅 아일랜드 개발 프로젝트(Starbuck Island Development Project)는 황폐된 지역 

활성화, 지속 가능하도록 워터프론트 복원 및 개발, 그린 아일랜드 주민과 경제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연결하는 보행을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89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79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또한 주택, 

레스토랑, 정박지, 대형 상업 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산책로 및 원형 

경기장과 같은 느낌이 나는 메인 스트리트를 만들면서, 비어 있거나 오염된 지역을 

개선하고 재개발하여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제안된 상업적 용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에 적합한 새로운 위치를 만들며 후원자와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는 총 1,450 만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으로 첨단 제조업 교육 프로그램(Advanced Manufacturing Training 

Program)을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9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실 공간과 학업 상담 센터뿐만 

아니라 실험실 공간이 있는 3만 평방 피트 규모 건물의 건설 공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해당 목적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실험실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졸업 시 학생들을 일자리 기회에 연결해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 

제조업 기술 프로그램(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program)에 등록한 학생 

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난 144 명에서 288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Z-허브(Z-Hub)는 사라토가 카운티의 모로 타운에 있는 15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인 

허브(Grain Hub)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3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그레인 허브(Grain Hub)는 

뉴욕주 동부의 수제 맥주 양조업체 및 증류주 양조업체에 곡물을 재배, 수확, 가공, 포장, 

운송함으로써 고품질의 수제 맥주 양조 재료를 위해 믿을 만한 공급처를 만들게 됩니다.  

 



 

 

미드 허드슨: 최우수상 – 8,480만 달러(113개 프로젝트 지원)  

 

킹스턴을 기반으로 한 허조그 서플라이 컴퍼니(Herzog Supply Co.)와 제휴관계에 있는 

JM 디벨롭먼트 그룹 유한책임회사(JM Development Group LLC)는 업타운 킹스턴의 

전도가 유망한 도심에 있는 복합 용도 개발 프로젝트인 킹스터니언 업타운 활성화 

프로젝트(The Kingstonian Uptown Revitalization Project)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이 복합 용도 개발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비즈니스를 보완하고 이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구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단히 가치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방책 지구인 스토케이드 디스트릭(Stockade 

District)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성능, 건강, 웰빙에 대한 24 시간 주기 리듬을 극대화하기 위해 색상과 광학의 균형을 

맞춘 맞춤형 LED 제품을 제조하는 USAI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특정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 세계의 고객을 유치하게 될 38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02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는. 고객들은 또한 작업 실험실, 새로운 엔지니어링 실험실, 확장된 사무실 

공간의 조성을 통해 선별된 조명 환경에서 작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치스 웰컴 센터(Dutchess Welcome Center)로 불리게 될 허드슨 동쪽 입구 위의 산책로 

방문자 센터 프로젝트(Walkway Over the Hudson's East Entrance Visitor Center 

Project)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에 있는 바쁜 

입구의 통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310만 달러규모의 다목적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공원 

및 문화재 사무국(Office of Parks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지원금 405,000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포키프시 시에 위치한,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의 산책로(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가 매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가 연결된 정식 화장실, 최대 40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모임 장소, 분수대, 전기 사용이 가능한 벤더 패드, 벤치, 조명, 조경, 

적합한 기타 편의 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뉴욕시 (New York City):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보조금 수령 – 6,480만 

달러(121개 프로젝트 지원)  

 

B.뉴욕시(B.New York City, B.NY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19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B.뉴욕시(B.NYC)는 유럽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기술 인큐베이터인 B. 암스테르담(B. Amsterdam)의 미국 본사가 될 

것입니다. B.뉴욕시(B.NYC)는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수많은 외국 기술 기업에 유연한 작업 공간 및 사업 개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2018 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큐베이터를 수용하게 될 빈 공간의 

개보수에 2,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산과 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인 

셀머틱스(Celmatix)는 협업 작업 공간, 사무실과 콘퍼런스 룸, 3,000 평방 피트가 넘는 

실험실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45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1,25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18 년 초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이브 체인지(Drive Change)는 기술 훈련, 영구 직업 배치,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인 사회 정의를 위한 물자보급소(Commissary for Social Justice)를 설립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7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드라이브 체인지(Drive Change)는 음식 트럭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제품을 보관하며 트럭을 청소하고 주차하며 제품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교환하여,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 트럭 

소유주는 드라이브 체인지(Drive Change)의 고객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350만 달러 규모의 이 시설에는 도시 농장도 포함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최우수상 – 8,430만 달러(98개 프로젝트 지원)  

 

과학 교육 및 학습 센터(The Center for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는 헴스테드, 

와이언대치, 센트럴 아이슬립과 같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사회 9 곳에서 커뮤니티 스템 

센터(Community STEM Center)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54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3D 프린터, 로봇 

장비, 교육을 받은 직원, 멘토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스템(STEM)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고등 교육과 성공적인 전문 직업에 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는 와이드 밴드갭 크리스탈 성장을 위한 

센터(Center for Wide Bandgap Crystal Growth) 지원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금 2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5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실리콘 웨이퍼와 전력 전자 업계에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발견하는 뎨 새로운 영역을 제공합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는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중국의 선도적인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업체인 SICC 

머티어리얼스 유한책임회사(SICC Materials Limited)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Nassau Community College)는 URGENT 인력 개발 

프로그램(URGENT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위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실업자를 위한 실무 훈련 기금(Unemployed Working Training fund)의 지원금 

1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유틸리티 고용 준비 프로그램(Utility Readiness for Gaining 



 

 

Employment, URGENT)은 18 세에서 24 세 사이의 실업 상태의 여성, 퇴역 군인, 

청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퇴역 

군인 단체의 훈련은 2018 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7 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전체 수상 목록은 www.regionalcouncils.ny.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대회 

후에: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DC)는 663 개 프로젝트에 4억 

8,7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는 715 개 프로젝트에 5억 

7,0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DC)는 554 개 프로젝트에 5억 4,79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DC)는 617 개 프로젝트에 6억 

1,55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DC)는 563 개 프로젝트에 5억 

2,96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North Country REDC)는 537 개 프로젝트에 5억 

4,95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REDC)는 718 개 프로젝트에 5억 

2,19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경제개발협의체(Mid-Hudson REDC)는 687 개 프로젝트에 5억 

6,07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뉴욕시 지역경제개발협의체(New York City REDC)는 573 개 프로젝트에 4억 6,5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DC)는 688 개 프로젝트에 5억 7,08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소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접근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요 공약입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협의체(Council)는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협의체들 (Regional Councils)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뉴욕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했습니다.  

http://www.regionalcouncils.ny.gov/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활동이 완료된 후 54억 달러 이상이 6,3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뉴욕주 

전역에서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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