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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3차차차차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발족발족발족발족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혁신혁신혁신혁신 핫스팟핫스팟핫스팟핫스팟 대회를대회를대회를대회를 개막하다개막하다개막하다개막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제3차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를 발족하고 협의회 

공동의장들과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간부들을 Albany로 초대하여 세 번째 라운드의 절차를 

소개하고 2013년 대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엄청난 성공이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주의 

접근법을 Albany의 전통적 하향식 모델로부터 커뮤니티 기반의 상향식 프로세스로 

전환시켰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들이 출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Niagara Falls로부터 Plattsburgh와 Long Island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공을 토대로 전주의 지역 

일자리 창출자와 커뮤니티 리더들을 소집하여 제3차 지역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의장인 Robert J. Duffy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두 차수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우리가 지역의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리더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비전 하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여 뉴욕주가 경제적 성공 가도를 달리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뉴욕주를 재건하기 위한 

각각의 공동의장들과 그 팀의 셀 수 없는 시간과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업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REDC 및 통합기금신청(CFA) 절차는 NYS의 경제 개발을 변혁하여 상향식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전주적인 틀을 짰습니다.  

전주적으로 처음 두 차수는 1,4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15억 달러를 

포함함으로써 약 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시켰습니다.  

• 서부서부서부서부 NY: REDC는 뉴욕주 서부의 154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31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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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 Lakes: REDC는 Finger Lakes 지역의 169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650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중부중부중부중부 NY: REDC는 뉴욕주 중부의 147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975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Southern Tier: REDC는 Southern Tier의 120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405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North Country: REDC는 North Country의 152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934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Hudson Valley: REDC는 Hudson Valley의 145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98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Mohawk Valley: REDC는 Mohawk Valley의 129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192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REDC는 주도 지역의 172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130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REDC는 뉴욕시의 100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176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 Long Island: REDC는 Long Island의 152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613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제3차 REDC 대회에서는 주 기금 및 세금 감면으로 7억 6000만 달러가 교부될 것입니다:  

• 경쟁을 통해 2억 2000만 달러(자본 1억 5000만 달러 + 세금 감면 7000만 달러).  

• CFA 절차를 통해 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5억 4000만 달러.  

 

10개 지역 모두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상위 수행자”로 식별된 5개 지역은 각각 25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지역들은 잔액 2500만 달러를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각 지역은 세금감면으로 최대 

1000만 달러를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상위 수행자”로 지정되는 지역은 다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전략 계획의 실행; 

•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의 성과; 

• 협동을 뒷받침하는 변혁적 프로젝트의 식별(예: 컴퓨터 자산을 활용한 연구 파트너십 

확립; 장비 및 병렬 배치를 활용한 제조업체 지원; 식품 가공을 위한 공유 공간 개발). 

 

신청 자료는 6월 3일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CFA는 6월 17에 신청자에게 오픈되고 지역협의회 제출 

마감은 9월 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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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혁신혁신혁신 핫스팟핫스팟핫스팟핫스팟 대회대회대회대회 

 

주지사는 오늘 학문 연구의 상업화를 진흥하고 주의 경제를 성장시킬 혁신 핫스팟 대회를 

개막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REDC는 학문 연구의 상업화를 도울 지원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진흥하는 지역 인큐베이터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혁신 핫스팟 대회는 벤처 자본과 업계 후원 연구 지출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뉴욕주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 대학들은 총 연구비 지출에서 전국 2위입니다(1위는 

캘리포니아주).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벤처 자본의 47%를 유치하는 데 뉴욕주는 겨우 4%만 

유치합니다. 뉴욕주는 업계 후원 연구에서 전국 1위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비해 겨우 22위입니다.  

 

지역 인큐베이터 계획은:  

•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증명하고 기술을 연구실로부터 시장으로 이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역의 혁신 및 전문지식의 원천과의 연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업계가 인정하는 모범 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유지 및 운용하고 지원 서비스를 위한 주 교부금에 2:1 매칭 자금을 

생성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선정되는 인큐베이터는 주정부로부터 법적, 기술적 및 사업적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정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금년에 최대 5개 인큐베이터가 선정되고 5개는 2014년에 선정될 

것입니다. 

 

통합통합통합통합 기금기금기금기금 신청신청신청신청 소개소개소개소개: 

 

주의 경제 개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NYS 통합기금신청(CFA)은 

교부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확립되었습니다. CFA 절차는 주 자원이 

배정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며 지역 경제 개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관료주의는 

줄이고 효율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CF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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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A를 지원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여 한 

신청서를 통해 여러 주 기금원에 접근함으로써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며 생산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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