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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야후 커뮤니티 펀드의 첫 수혜자 발표 

 

이 프로젝트는 뉴욕 서부의 중소기업, 독서 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 음식과 생태 관광,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지원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의 첫 수혜자를 

발표하였습니다. 4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8개의 프로젝트에 수여되었습니다. 이 8개의 

프로젝트는 뉴욕 서부의 중소기업, 독서 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 음식과 생태 관광, 일자리 

창출, 기타 중요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지원합니다. 나이아가라 주의 야후 커뮤니티 펀드는 

뉴욕 전력 공사의 저비용 수력발전 배당금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감면의 하나로서 야후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합니다.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투자금이 이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야후와 주의 파트너십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뉴욕 서부의 활성화는 지역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펀드는 나이아가라 주의 발전과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자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시자는 오늘 록포트 야후 데이터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후는 숙련된 노동자를 지역으로 불러들일 

만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뉴욕 서부에 큰 투자를 해 왔습니다. 올해의 수혜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나이아가라 주 전역에서 모금된 이 지원금의 이점을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는 나이아가라 주에 고객 센터 및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5년 야후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간 협정의 일환으로서 탄생하였습니다. 

 

야후 데이터 센터 운영팀의 Senior Director인 Paul Bona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후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뉴욕 서부 내에서의 우리의 성공이 숙련된 노동력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손쉬운 재생 에너지 사용 덕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Hochul 부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나이아가라 주를 위한 야후 커뮤니티 펀드 50만 달러 지원 

결정 발표를 환영합니다. 기업 지원 및 환경 관리에서 교육 육성 및 역사 보존까지, 지원금이 



수여되는 이 프로젝트는 밝은 경제 전망과 공동체 의식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대표, CEO이자 운영 위원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로 ESD는 야후의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야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지원금이 수여되는 

프로젝트는 지역 WNYREDC 경제 개발 전략에 맞추어 수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나이아가라 주의 커뮤니티 기관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선택되었기도 합니다.”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난 몇 년간 

없었던 기대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그리고 야후와 같은 회사들이 성공적인 비즈니를 위해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성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우리의 지역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오늘 이뤄진 발표와 우리의 정부 및 사업 파트너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 상원의원 Rob Or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야후의 헌신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지원금 

수혜자는 우리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그들의 유망한 프로젝트는 모든 

나이아가라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주 의원 John Ceret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활동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주신 야후에 감사드립니다. 야후의 커뮤니티 펀드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지역 활성화의 예일 것입니다. 이 펀드는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나이아가라 주 전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가 관리하는 이 펀드는 제안서 검토 시, 하나 혹은 세 가지 

이상의 핵심적인 실현 가능성을 증진시키는지 고려합니다. 스마트 성장 실현, 기업 문화 발전 

및 노동력 훈련, 해당 지역 산업 부문의 지원이 그것입니다. 이는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의 가이드라인 경제 번영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연간 지원은 2017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약 25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 수혜 프로젝트: 

 

노동 가능 성인 교육 트레이닝 - $160,982 

신청자: Orleans Niagara BOCES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현저한 독서 및 직업교육 니즈에 따라, ON BOCES가 노동력 개발 

센터를 열 것입니다. ON BOCES는 나이아가라 폴스의 교외 산본 지역에서부터 

도시지역까지 고급 제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상당한 니즈에 따라,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생 독서 교육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협업하기 위해, 다가오는 2016년 가을에 시작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것입니다. 

 

http://regionalcouncils.ny.gov/themes/nyopenrc/rc-files/westernny/A_Strategy_for_Prosperity_in_Western_New_York_November_2011.pdf


Stella Niagara Preserve 카약 런치 및 해안선 강화 프로젝트 - $124,985 

신청자: Buffalo Niagara Riverkeeper (BNR) 

Stella Niagara Preserve는 루이스턴 지역의 얕은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위치한 29 에이커의 

구역입니다. 뉴욕 서부 국토 관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가장 큰 사유지이며,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지역입니다. BNR은 Niagara River Greenway와의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연결고리를 일제히 제공하는 세계적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생태 관광 체험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지대 내 서식지 복구 보안 계획이 개발 중입니다. BNR은 카약 

런치와 해안 개발로 공공 관광 체험을 강화하는 추가 보안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Eat Fresh WNY - $54,661 

신청자: 나이아가라 카운티 코넬 협동 조합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iagara 

County)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및 아이패드 모바일 디바이스와 타블렛에서 지원되는 

음식 관광과 농촌 체험 관광 모바일 앱 개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음식과 농촌 

체험 관광 볼거리, 이벤트, 관광지, 소비자 직접 판매 거리, 레스토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정보 기능과 함께, URL, 지도, 위치 찾기, 이벤트, 수확 시기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 수,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 예산, 시장 및 지역 브랜드 이용 등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역사적 도심 개발 프로그램 - $50,000 

신청자: 럼버 시티 도시 개발 공사 (Lumber City Development Corp.) 

새 우편번호 형식과 진행 중인 다른 도심 경제 개발 활동과 함께, 럼버 시티 도심 개발 

프로그램은 북부 토나완다 내 역사적 장소의 독특한 느낌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파사드 작업 

예정인 길을 개선하는 작업은 북부 토나완다 도심 지역의 새 우편번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YWCA of the Niagara Frontier, Inc. - $33,000 

신청자: YWCA of the Niagara Frontier, Inc. 

YWCA of the Niagara Frontier는 시 전략 계획에 따라 도심 거리의 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주택 용지를 늘리기 위해 북부 토나완다 49 Tremont Street의 재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년 된 이 시설은 계속되는 수리 및 개조 필요성 때문에 수용 능력이 

없었습니다 개발 예정과 관련된 예비 조사에는 시장 조사, 환경 평가 및 테스트, 커뮤니티 

포럼, 건축 디자인, 개발 비용 그리고 승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관광 호텔업 활성화 - $23,080 

신청자: F Bites Culinary 

F Bites는 학교와 형편이 어려워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또 호텔업 및 관광업계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의 오래된 관계를 통해 

커리어 파이프라인을 만드려 합니다. F Bites는 커뮤니티 전반의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호텔, 

관광 및 요리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글로벌 관광 협회와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트레이닝을 완료하게 되면, 지원자는 지역의 가장 일하고 싶은 관광 기업 탑 

5 중 한 곳에 취직하게 됩니다. 

 



Kid’s Cove 커뮤니티 낚시 학교 - $20,000 

신청자: On the Line Foundation 

Kid’s Cove는 나이아가라 주 청소년을 위해 낚시 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커리큘럼은 

나이아가라 주 어업 자문 위원회가 뉴욕주 보호국과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나이아가라 대학 

관광 호텔학과의 인턴들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원자는 Kid’s Cove에서 중요한 낚시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지역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웁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비즈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 $15,000 

신청자: 나이아가라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소상공인 지원 센터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나이아가라 소상공인 지원 센터는 이전에 나이아가라 주 산업개발청의 도움을 받아 25년간 

진행했던, 인기있는 창업 지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시간 분량의 워크샵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아가라 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매주 저녁 진행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가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곧 사업을 시작할 기업가들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석자들이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을 재정의하는 것을 돕고, 또 개발 프로세스의 주인 의식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설립된 사업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센터는 기금 모음, 재정 

분석 및 전략 기획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주 야후 커뮤니티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정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수석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D는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협의회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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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esd.ny.gov/BusinessPrograms/YahooF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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