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지역협의체 대회(2019 REGIONAL COUNCIL 

COMPETITION)를 통해 7억 6,1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자원을 

지원했다고 발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수령한 총 10 곳의 전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총 기금 4억 2,980만 달러를 수령한 '최우수 지역협의체(Top Performers)'로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주도 지역, 롱아일랜드 지명 

  

웨스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미드 허드슨, 뉴욕시는 지역 수상자로로서 총 

3억 3,170만 달러 수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계획을 통해 7억 6,1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기금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절차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240,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8,3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9억 달러 이상 

지원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구 년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전략 모델에 중점을 둔 전례 없는 

지역 투자가 이 위대한 주의 구석구석에서 엄청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지역 지도자와 이해관계자를 한데 모아 경제 발전에 대한 '한 

가지를 모든 곳에 적용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사회만의 독특한 경제 개발 

방식으로 교체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에서 성공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우리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전략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 왔습니다. 함께, 우리는 힘을 모아 다운타운을 



 

 

복원하고 지역 사업체를 지원 및 유치하여, 새로운 주민과 방문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를 통해, 우리는 각 지역에서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및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인력 개발과 하이테크 산업 성장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추가로 창출하고 

뉴욕주 전체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계획을 통해 7억 6,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3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 핑거 레이크스: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440만 달러로 94개 프로젝트 지원 

• 서던 티어: 최우수상  | 8,89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 센트럴 뉴욕: 최우수상  |  8,620만 달러로 93개 프로젝트 지원 

• 모호크 밸리: 최우수상  |  8,270만 달러로 81개 프로젝트 지원 

•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90만 달러로 83개 프로젝트 지원 

• 주도 지역: 최우수상  |  8,410만 달러로 120개 프로젝트 지원 

• 미드 허드슨: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580만 달러로 105개 프로젝트 지원 

• 뉴욕시: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63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 롱아일랜드: 최우수상  |  8,790만 달러로 94개 프로젝트 지원 

  

수상자 전체 목록을 포함한 2019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상(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Awar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10년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절차는 뉴욕주의 경제 발전 의사 결정의 원동력이었으며, 

이 모델은 그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제 미래의 십년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는 완료된 과거의 프로젝트가 남긴 유산을 목격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가 계속 가져올 새로운 경제 개발 기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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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실행을 위해 2011년에 출범한 주지사 전략의 핵심 단체인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들은 뉴욕주의 낙후된 상명 하달 경제 개발 방식을 지역사회 기반의 성과 기반 

모델로 재편했습니다. 

  

https://regionalcouncils.ny.gov/


 

 

금년 봄에 Cuomo 주지사는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계획과 제4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신청서와 함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을 통해 1,000만 달러 수령 예정인 지역사회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총 10 개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가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는 

지역의 우선순위로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가 인정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자본금에서 최대 1억 5,000만 달러,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에서 7천 

5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10개 지역은 모두 최우수상(Top Performer) 

수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5개 지역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1억 달러 규모의 자본 기금은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나머지 5개 지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자본 기금에서 5,000만 달러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 사업체 유치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 7,500만 달러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올해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의 우선 과제는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의 

필요성 파악 및 잠재적인 해결 방안 개발, 지역 경제 및 환경 정의 전략 개발, 장소 조성 

및 시내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투자 지원, 주정부의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협의체는 

각 지역 비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응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9차 대회 동안, 주정부 기관 커미셔너들과 뉴욕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략적 실행 

평가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 SIAT)은 10 개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로부터 금년도 제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지역 

전략 계획의 이행을 평가했습니다.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대회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7억 6,100만 달러를 

수령하는 약 1,000 개의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3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 그로유 셔터쿼(Grow Chautauqua) - 엠파이어 스테이트 브랜드(Empire State 

Brands)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던커크의 식품 가공 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2,940,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홉, 맥아 보리, 밀, 라이 및 기타 곡물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직 통합 재배, 가공 절차 및 포장 운영을 개발하고 

실시합니다. 새로운 가공 시설은 농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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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세기를 위한 클라인한스 뮤직 홀 캠페인(Kleinhans Music Hall 

Campaign) - 클라인한스 뮤직 홀(Kleinhans Music Hall Campaig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1,000,000 달러를 지원받아 

건물의 기계적 부분 및 구조에 필요한 보수과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uffalo Philharmonic 

Orchestra)의 본산인 이 뮤직 홀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퍼니처 마트 빌딩(Furniture Mart Building) 재개발 - 게비 재단(Gebbie 

Foundatio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346,000 달러를 지원받아, 더 크로그 그룹(The Krog Group)과 협업하여 유서 

깊은 9층 건물인 제임스타운 퍼니처 전람회 빌딩(Jamestown Furniture Exposition 

Building)을 인수하고 재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다코인 강과 다운타운 

제임스타운 다운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상층부 두 개 층과 30 가구의 

신축 아파트, 지상층 소매점, 사무실 등을 포함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440만 달러로 94개 프로젝트 지 

  

o 유알 메디컬 홈 케어(UR Medicine Home Care) 이전 - 유알 메디컬 홈 

케어(UR Medicine Home Care, URMH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2,000,000 달러의 지원을 

받아기업 본사를 로체스터 시로 이전하고 운영 중앙 집중화, 개선 및 

확장을 지원받습니다. 주요 작업을 중앙 집중된 장소로 이전하여, 함 유알 

메디컬 홈 케어(URMHC)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환자들은 쉽게 시설에 접근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웹스터 경제 접근 프로젝트(Webster Economic Access Project) - 웹스터 

빌리지는 제록스 기업(Xerox Corporation) 산업 부지 내의 주요 도로를 

활성화 및 현대화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838,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공원으로 통하는, 

그리고 공원을 통한 접근을 개선하면 제록스(Xerox)를 비롯한 기타 잠재적 

임차인을 위해 사이트의 장기 사용성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o 듀랜드 이스트맨 파크 퍼블릭 비치 하우스(Durand Eastman Park Public 

Beach House) 디자인- 로체스터 시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로부터 

375,000 달러를 지원받아 레이크 온타리오의 듀랜드 이스트만 

파크(Durand Eastman Park)에 위치한 공공 해수욕장 지원을 위해 비치 

하우스를 설계합니다. 비치 하우스에는 화장실, 탈의실, 인명 구조원 및 

응급 처치 스테이션, 창고, 옥외 데크 구역, 안전한 해수욕장 등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레이크 온타리오에 대중의 접근성 및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뉴욕주 규정(NYS Code) 준수를 



 

 

강화하여 로체스터 시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City of 

Rochester 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을 실시합니다. 

  

서던 티어: 최우수상 | 8,89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o 업스테이트 캠벨 확장(Upstate Campbell Expansion) - 농부 소유의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 협동조합 주식회사(Upstate Niagara Cooperative, 

Inc.)의 자회사인 업스테이트 팜스 치즈 유한회사(Upstate Farms Cheese, 

LLC)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2,280,000 달러를 지원받아 가용량 증대, 인프라 업그레이드, 품질 

프로그램 강화, 지속가능성 계획 확대를 위해 캠벨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o 공항 공사 파크 보육 센터(Airport Corporate Park Child Care Center) - 

컨트리 키즈 보육 센터 유한회사(Country Kids Childcare Center, LL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400,000 

달러를 지원받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여 기존 운영을 이어가고, 보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셔멍 카운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o 트랜소닉 시스템즈 첨단 제조(Transonic Systems Advanced 

Manufacturing) - 트랜소닉 시스템즈(Transonic System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440,000 달러를 

지원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타카의 기존 제조 공장을 자동화 프로세스를 포함하도록 

전환합니다. 

  

센트럴 뉴욕: 최우수상 | 8,620만 달러로 93개 프로젝트 지원 

  

o 카유가 밀크 인그레디언츠 유한회사(Cayuga Milk Ingredients, LLC) - 

카유가 밀크 인그레디언츠(Cayuga Milk Ingredients, CMI)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5,000,000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증발기 및 사료 시스템, 초고온 살균(ultra heat 

treated, UHT)/어셉틱(Aseptic) 보틀링 라인 설치를 위한 약 89,000,000 

달러 규모의 전체 투자의 일환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유아용 

우유 성분 생산 업체인 카유가 밀크 인그레디언츠(CMI)의 생산량이 20 

퍼센트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분유의 수출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o 테시 플라스틱 확장 프로젝트(Tessy Plastics Expansion Project) - 테시 

플라스틱 기업(Tessy Plastics Corp.)은 센트럴 뉴욕의 기존 시설 중 하나의 

재개발하는 자금으로 5,000,000 달러를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제조 

제품의 수와 유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환경 통제 

클린룸 설치, 건물 기계 및 유틸리티 개선, 부두 및 주차장 적재 등의 외부 



 

 

공간의 업그레이드, 창고 공간 또는 사무실 공간과 같은 필요에 따른 기타 

건물에 대한 특정 개선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o 액세스 덴탈 래브라토리스(ACCESS Dental Laboratories) - 액세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ACCESS Global Enterprises, LLC)는 

430,000 달러를 지원받아 오논다가 카운티 시러큐스의 에스 살리나 

스트리트 1081번지에 위치한 부지를 경공업 제조 시설 및 탁아소로 

리노베이션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물 리노베이션을 비롯한 생산 기계 

및 설비의 구매 및 설치가 포함됩니다. 

  

모호크 밸리: 최우수상 | 8,270만 달러로 81개 프로젝트 지원 

  

• 암스테르담 시 - 암스테르담 시와 센트로 시비코는 1,200,000 달러를 지원받아 

암스테르담 이스트 엔드에 새롭고 현대적인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Community and Recreation Center)를 건설합니다. 

• 펠트마이어 이큅먼트 리버사이드 확장 프로젝트(Feldmeier Equipment 

Riverside Expansion Project) - 펠트마이어 이큅먼트 

주식회사(Feldmeier Equipment In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2,500,000 달러를 지원받아, 기존의 리버사이드 

부지를 확장하여 5,250 평방피트의 하이베이 공간을 포함한 추가 생산 공간 

89,250 평방피트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자동화 설비 구매도 포함됩니다. 

• 소베나 빌딩(Sovena Building) 확장 - 소베나 미국(Sovena USA)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950,000 달러 지원받아 롬 

제조 플랜트를 확장하여 약 83,500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석유 저장 및 시설로 

배송/수령 지역을 추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및 완제품 보관 용량을 

각각 20 퍼센트와 50 퍼센트 증가시키고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여 회사의 대량 

판매 28 퍼센트 증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90만 달러로 83개 프로젝트 지원 

  

o 듀얼 디벨롭먼트(Dual Development)/레이크 플래시드 호텔(Lake Placid 

Hotel) - 듀얼 디벨롭먼트 유한회사(Dual Development, LL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3,000,000 달러를 

지원받아, 다운타운 레이크 플래시드에 위치한 오래된 호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텔을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호텔 체인이 수많은 

공통 영역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효율성 모델입니다. 이 호텔은 

레이크 플래시드 지역 시장에서 현재 제공되지 않는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홈2(Home2) 장기 투숙 스위트와 티알유 바이 힐튼(TRU by 



 

 

Hilton)은 기술에 익숙하고 디자인 마인드를 가진 젊은 여행객이 저렴한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급 호텔 브랜드입니다. 

o 미드타운 플라자(Midtown Plaza) 재개발 - 뉴욕 주립 대학교 칸튼(SUNY 

Canto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1,322,000 달러를 지원받아, 다운타운 칸튼에 위치한 낙후된 미드타운 

플라자(Midtown Plaza)을 다목적 부동산으로 재개발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신축합니다. 1층에는 엔트러푸르너십 

센터(Entrepreneurship Center)와 상업 공간이, 2층과 3층에는 주거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o 이지 스택(EZ Stak) - 워터타운 플랜트 확장(Watertown Plant Expansion) - 

이지 스택(EZ STAK)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240,000 달러를 지원받아, 워터타운의 새로운 

시설을 구입하고 개조합니다. 이 기업은 대형 자동화 판금 프로세서, 창고 

랙, 개선된 분말 코팅 기계 및 공기 압축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지 

스택(EZ STAK)은 알루미늄 제조 사업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도 지역: 최우수상 | 8,410만 달러로 120개 프로젝트 지원 

  

o 기술 교육 센터(Center for Technology Education, CTE) 확장 - 올버니-

쇼하리-스키넥터디-사라토가 협력교육서비스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5,000,000 달러를 지원받아, 

현재와 미래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 성인을 교육하는 

최첨단 연구실 및 학습 공간을 갖춘 인력 교육 센터를 구축합니다. 이 

새로운 센터는 만들어진 지 46년이 된 기존의 기술 교육 센터(CTE) 단지를 

대체할 것입니다. 

o 컬럼비아 카운티의 새로운 셰이커 박물관(Shaker Museum) - 셰이커 

뮤지엄 라이브러리(Shaker Museum Library)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569,000 달러를 지원받아, 

뉴욕주 다운타운 채텀에 있는 19세기 대형 석조물 건물을 최신 박물관 

시설로 개조하여 도서관과 물품 수집품을 보관합니다. 전시회,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및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o 스키넥터디 항구 - 다겐 트럭 주식회사(Dagen Trucking, In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560,000 달러를 

지원받아,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뉴욕주 운하 코리도(NYS Canal 

Corridor)에 중량화물기중기 및 특수 화물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제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수출과 수입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580만 달러로 105개 프로젝트 지원 

  

o 측정 연구소 빌딩(Instrumentation Laboratory Building) 확장 및 

리노베이션 - 측정 연구소(Instrumentation Laboratory)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2,905,000 달러를 

지원받아, 뉴욕주 록랜드 카운티 오렌지버그에 있는 제조 및 기술 

센터(Manufacturing and Technology Center)를 확장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확장 계획은 건물을 30 퍼센트 확대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조, 연구 및 개발 및 관리 기능의 증가를 촉진할 

것입니다. 

o 시큐시 주식회사(SeeQC Inc.) 클리어브룩 확장 - 시큐시 주식회사(SeeQC, 

In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600,000 달러를 지원받아, 최신 칩 제조 및 실험 인프라를 비롯한 시설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양자 응용 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기본 요소인 큐빗을 생산합니다. 

o 스펙트럼 디자인스(Spectrum Designs) - 웨스트체스터 확장 - 스펙트럼 

디자인스(Spectrum Design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240,000 달러를 지원받아 뉴욕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화이트 플레인스에 위치한 10,000 평방피트 규모의 다목적 상업 

부지를 임대 및 리노베이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고용 기회와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사업 

및 경제 성장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시: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630만 달러로 109개 프로젝트 지원 

  

o 유니버설 힙합 박물관(Universal Hip Hop Museum, UHHM) - 유니버설 

힙합 박물관(UHHM)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3,750,000 달러를 지원받아, 힙합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기념을 위해 세계 최초의 박물관 및 최신 문화 시설을 건설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박물관 취직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니버설 힙합 박물관(UHHM)은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유치할 것이며, 활용도가 낮은 브롱크스/할렘 강 워터프론트의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o 타라 바이오시스템즈(TARA Biosystems) 확장 - 타라 바이오시스템즈 

주식회사(TARA Biosystems, Inc.)는 1,210,000 달러를 지ㅜ언받아 



 

 

알렉산드리아 생명과학 센터(Alexandria Center for Life Science)의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을 확장하고 특수 장비를 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시의 생명공학 허브로서 알렉산드리아 센터(Alexandria 

Center)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타라 바이오시스템즈(TARA 

Biosystems)는 심장 조직 모델의 독점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약 회사가 

개발 중인 약품의 심혈관 효능와 위험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o 뉴 랩 빌딩 127(New Lab Building 127)- 뉴 랩(New Lab)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000,000 달러를 

지원받아, 현재 브루클린 해군 야드(Brooklyn Navy Yard)에서의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더 많은 기술 분야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고 

네이비 야드(Navy Yard)의 기술 허브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최우수상 | 8,790만 달러로 94개 프로젝트 지원 

  

o 레이크 석세스 YMCA(Lake Success YMCA) - 롱아일랜드의 YMCA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3,000,000 

달러를 지원받아,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협력하여 새로운 최첨단 

시설을 건설합니다. 이 새로운 YMCA는 보육과 보건 및 웰빙 서비스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o 바이오코젠트 유한회사(Biocogent LLC) - 스토니 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인큐베이터 회사인 바이오코젠트 유한회사(Biocogent 

LL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1,500,000 달러를 지원받아, 일자리를 추가하고 인큐베이터 외부의 바이오 

제조 능력을 확장합니다.  

o 팔-오-마인(Pal-O-Mine) 복원 - 언어 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인 팔-오-

마인(Pal-O-Mine)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600,000 달러를 지원받아, 고위험 청소년 및 

장애인이 직업 훈련, 인력 대비 및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모전 후에: 

  

o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DC)는 890 개 

프로젝트에 6억 2,04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는 950개 

프로젝트에 7억 2,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DC)는 764개 프로젝트에 

7억 2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DC)는 801 개 

프로젝트에 7억 8,98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DC)는 721 개 

프로젝트에 6억 9,7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North Country REDC)는 690 개 

프로젝트에 6억 8,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REDC)는 933 개 

프로젝트에 6억 7,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미드 허드슨 지역경제개발협의체(Mid-Hudson REDC)는 914 개 

프로젝트에 7억 1,3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뉴욕시 지역경제개발협의체(New York City REDC)는 819 개 프로젝트에 

6억 1,5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o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DC)는 885 개 프로젝트에 

7억 2,7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소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접근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요 공약입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10개의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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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활동이 완료된 후 69억 달러 이상이 8,300 개가 넘는 

일자리 만들기와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뉴욕주 전 지역에서 240,000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s)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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