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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2월 1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 4차차차차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 통해통해통해통해 경제경제경제경제 개발개발개발개발 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 7억억억억 92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예산예산예산예산 확보확보확보확보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4차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및 

커뮤니티 개발 자금으로 7억 92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지사 전략의 중심인 지역 협의회는 2011년에 출범하면서 

뉴욕주의 경제 개발 방식도 상명 하달 방식의 모델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성과 기반 방식의 모델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로 커뮤니티, 상공업계, 학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뉴욕주 각 지역 내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강점과 자원에 맞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4년 전 우리는 경제 개발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협력을 강조하고 뉴욕주의 구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상명하달 사고를 지속하는 대신 지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협의회가 하는 것이 이런 일이며 오늘은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각 협의회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하도록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의장인 Robert J. Duffy 부주지사는 “뉴욕주에 걸쳐 각 지역에서 생기는 

일자리들은 오늘과 내일이 아닌 앞으로 몇 년 동안 경제를 계속 활성화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지역 경제개발협원회를 수립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지난 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뉴욕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여 훌륭한 성과를 계속 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Dean Skelos 상원 공동의장은 “오늘 발표된 이 투자는 청년들이 이곳에 머물며 자신들이 선택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뉴욕주 모든 지역에 대하여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희망에 



 

Korean 

대한 시작과 끝은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Jeff Klein 상원 공동의장은 “뉴욕 전역의 경제는 우리 거주민들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를 통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처음 주정부 출범 당시 

주지사는 더 큰 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풍경을 리메이크한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 전략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혜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의 승자와 수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Sheldon Silver 국회의장은 “수 년 동안 우리는 지역 경제 발전과 대학/기업 협력 관계를 옹호해 

왔으며 이곳 Tech Valley의 CNSE부터 Syracuse의 Connective Corridor, Rochester의 Clinical &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 그리고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등 Marcy Nanocenter에 

이르기까지 Empire State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반수를 대표하여,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주지사와 상원 동료들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기대합니다.” 

 

지역 협의회 3차에서는 1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유지하는 동시에 주 전역에 걸쳐 

2,2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8일 Cuomo 주지사는 이 4차 이 지역 협의회에서 지역 Global NY 전략을 개발하고, 

인력에 대한 재향 군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지원을 포함하여 이 

프로젝트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협의회의 이러한 새로운 측면은 뉴욕을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우리의 영웅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가장 최근 

태풍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들이 다시 더 강한 경제 기반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4차 지역 협의회 기간 동안 10개의 지역 협의회로부터 온 구성원들은 전략 이행 평가 

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제시하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기 위해 Albany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뉴욕주정부 위원 

및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SIAT는 직접 각 지역 협의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에 주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전략 계획 구현과 2014년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안을 평가했습니다. 

 

본 4차 REDC 경합을 통해 7억 920만 달러를 받는 주 전역에 걸쳐 852개 프로젝트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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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Hudson: 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 | 8,2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118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EGOLAND의의의의 Merlin Entertainments Group 31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테마파크에 

이어 워터파크와 호텔을 포함하는 신축 LEGOLAND 테마파크 리조트로 Haverstraw 부지의 

개발로 구성됩니다. LEGOLAND 테마파크는 연령이 2세 ~ 12세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설계된 명소로 교육적 요소를 제공합니다. LEGOLAND 테마파크는 일반적으로 숙박 및 소매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 지역의 고용 증대와 함께 추가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 Jawonio Inc. 2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Hudson Valley 하부 지역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Jawonio는 새로운 Rockland 카운티 New City에 16.8에이커의 메인 

캠퍼스에 대한 주요 개선, 통합 및 확장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4년 기간에 걸쳐 진행될 

2,400백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97,000평방피트에 달하는 최첨단 공간 건설과 

Jawonio가 고용 서비스 부문의 계획된 확장에 대하여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줄 IT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  USAI Lighting 12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LED 비품 제조 부문 최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인 USAI Lighting은 

불과 7년만에 590만 달러에서 3,560만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성장 추세를 계속하기 위해 이 회사는 신기술, 테스트, 교육실 및 회의실, 현대식 사무실 

공간, 연구개발 능력 증각을 위한 전문 시험장비, 프로토타입 기계 작업장, 외부 현대화 및 

인체공학적 설계식 공장 및 제품 테스트 구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LEED 인증 및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환경 효율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Long Island: 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 | 8,1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97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보조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Wyandanch Rising Station Drive 47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위대한 Wyandanch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Long Island Rail Road 

Wyandanch Station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할 면적이 약 95,000평방피트에 달하는 3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포함합니다. 

•  Adelphi University의의의의 Nursing Innovation Lab & Training Center 2,500,000달러달러달러달러. 이 대학의 

최첨단 Nexus 빌딩에 위치할 이 첨단 기술 교육 센터에는 Adelphi 간호사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숙련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당일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디지털 학습 기기, 

대체 및 홈 케어 시설 및 건강 이벤트 시뮬레이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1,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지역 간호사들이 급변하는 의료 요구를 충족하도록 숙련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할 예정인 Adelphi의 주요 교육 자산이 될 것입니다. 

•  Hofstra University STEM Learning Center 1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자격을 갖춘 STEM 

노동자의 부족 문제와 Long Island 대학 졸업자들의 많은 기술과 STEM 및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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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 간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 부서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급 교육 및 연구 시설로 구성된 “콜라보토리움”(collaboratorium)을 만들기 

위해 Hofstra Gittleson Hall을 개선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부서별 공간과 장비를 나누는 

물리적 및 조직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대신에 점점 인프라와 학계 간 연구 노력과 일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Hofstra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STEM 및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ong Island가 직면한 긴급 보건, 

환경적 수준,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Southern Tier: 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 | 8,0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91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lawar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광대역광대역광대역광대역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2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변두리 Delaware 

카운티 지역에 있는 빈민층과 기업에 광대역 가용성을 확장하기 위해 통신업체, 비영리 전기 

협회, 2개의 경제 개발 기관으로 구성된 독특한 협업을 나타냅니다. Margaretville Telephone 

Company 자회사인 MTC Cable은 1,800여 개의 빈민층을 포함하여 213마일에 달하는 

FTTH(fiber-to-the-home)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Delaware County Electric Cooperative와 함께 

Delhi Telephone Company 자회사인 DTC Cable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Watkins Glen 국제국제국제국제 경마장경마장경마장경마장 22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Watkins Glen International은 기존 트랙, 

에이프런/런오프 및 파손된 도로 포장의 일부의 제거 및 교체를 포함한 주요 안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완전한 경마장 재포장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Corning Hospital 재건재건재건재건 사업사업사업사업 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이 병원이 Town of Corning으로 

이전한 후 Corning 시에서 Corning Hospital의 부지에 대한 2단계 재개발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향후 “언제든 공사할 수 있는” 재개발이 결합된 매력적인 부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지 평가, 폐지, 철거 및 복구 활동을 포함합니다. 

 

Finger Lakes: 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 | 8,070만달러만달러만달러만달러(100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ch Rochester, Inc.의의의의 Business Accelerator Cooperative 지원지원지원지원, 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Finger Lakes 

Business Accelerator Cooperative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대폭 

늘리고, Finger Lakes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업가 정신, 혁신, 상업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Entrepreneur Resource Center 

센터를 건립하고, 사용 가능한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지역 곳곳에 기업가들을 

연결하는 지역 차원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City of Rochester 내에서 사업 가속화에 

기여할 “허브” 시설을 세울 것입니다. 

•  Sibley Tower 재개발재개발재개발재개발 3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Rochester 시내에 위치한 110만 평방피트의 역사적인 

백화점에 대한 포괄적인 혁신 전략인 이 프로젝트는 94개의 저소득층 주택, 92개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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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Lifespan Senior Center, 57,000평방피트 면적의 A급 사무실 공간, 

10,000평방피트의 소매 공간, 10개의 매장, 농산물 시장, 200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지하 

주차 공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 RIT의의의의 MAGIC Laboratory 건설건설건설건설 1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RIT는 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컴퓨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및 이미징 과학 분야에 대한 사업성까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허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RIT가 창업 활동을 통해 기술 개발과 교내 

및 교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첨단 실험 시설, 상업 시설을 함께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Central New York: 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최우수상 | 8,0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85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otel Syracuse 3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전에 폐쇄된 Hotel Syracuse 를 개조하여 

Onondaga County Convention Center Headquarters Hotel로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이 건물은 261개의 객실, 3개의 주요 연회장, 레스토랑, 라운지, 로비를 

제공함으로써 261개의 일자리와 함께 관련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컨벤션 

센터도 지원됩니다. 

•  Syracuse Smart Regrowth Sustainable Corners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Syracuse에서 가까운 Near Westside 인근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Neighborhood 

Development Plan에 대한 LEED에서 구상된 이 프로젝트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빈 건물, 

여러 개의 빈 보관함을 복합 용도 개발로 변환할 토지 사용에 대한 변화를 구현합니다. 

•  Colgate University Center 예술예술예술예술 및및및및 문화문화문화문화 7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안된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 사회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olgate University 박물관을 Hamilton 시내의 새로 건립된 

25,880평방피트의 Center for Art & Culture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Picker Art Gallery와 

Longyear Museum of Anthropology는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분리된 별개의 기관으로 

활동합니다. 이 시설 모두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노후된 시설이기에 그 어느 것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Hamilton 커뮤니티의 한복판에 박물관을 들어설 

것입니다. 

 

North Country: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 6,340만달러만달러만달러만달러(69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rth Country 개발개발개발개발 당국당국당국당국 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로 North Country 지역에서 혁신, 재개발, 

재건, 활성화 및 청결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orth Country 재개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Agri-Mark 제조제조제조제조 시설시설시설시설 현대현대현대현대화화화화 사업사업사업사업 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치즈 제조에 필요한 주요 

기존 장비를 모두 교체할 뿐 아니라 신규 시설의 철거 및 건설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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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신규 시설은 매일 기존 용량보다 약 20% 더 많은 약 150만 파운드의 우유를 

처리합니다. 

• Arts & Interactive Learning Revitalization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RAIL은 North Country 

주민들에게 예술/학습/삶의 경험과 고급스러운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최초의 혼합형 

장소가 되는 포괄적인 지역 간 협업입니다. 이 장점은 상업, 교육,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Potsdam에서 2개의 재건된 역사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문제 해결 

방식의 프로젝트는 STEAM K-12 학습 공간, 아트 갤러리/스튜디오, 가상 학습 허브, 

예술가의 창업 보육 센터, 고급 주거 시설 및 대학원생 하우징을 포함합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 6,1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71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tional Urban League 재개발재개발재개발재개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2,500,000달러달러달러달러. Urban League Empowerment 

Center, LLC는 이 부지를 소매 및 사무실 공간, 커뮤니티 시설 공간, 컨퍼런스 센터 공간, 

주거 주택의 114개의 주거 공간 및 약 225개의 주차 공간을 포함하는 복합 용도 개발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National Urban League는 새 사무실 공간에 자사 본사를 이전하고, 

민권 박물관인 Entrepreneurship and Conference Center를 짓고, 소수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Urban Empowerment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Brooklyn Brewery Expansion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6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Brooklyn Brewery는 Staten Island에 

40만 ~ 400만 배럴까지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양조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7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는 양조장이 특히 국제 수출기업으로서 빠른 성장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 측면에서 14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Victoria Theater 재개발재개발재개발재개발 1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임대 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예술, 엔터테인먼트, 문화, 상업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텔, 문화 예술 시설, 소매, 주택, 주차를 포함하는 신축 26개 건물뿐 아니라 

역사적 복원에 대한 요소를 갖습니다. 

 

Capital Region: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 6,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93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roy Farmer’s Market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1단계는 농산물 시장과 결합된 전 Troy 시청 

부지에 대한 혼합용 시설 건설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100여 개의 주거 단위, 

40,000평방피트의 소매 공간, 100개의 지하 주차장 및 공용 광장을 갖춘 18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Troy 시내의 복합 용도 시설이 세워집니다. 

•  Schenectady Metroplex Authority의의의의 Robinson Block 재건재건재건재건 1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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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 Union College, 시내 상업 지구 및 Amtrak & 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 접근지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Schenectady 

시내에서 3개의 황폐된 도시 블록을 재건하기위해 1,800만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105개의 아파트와 9,900평방 피트에 달하는 

레스토랑/소매 공간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General Electric과 같은 오랜 기업과 

Transfinder, Quirky와 같은 신규 업체들을 선호하는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바람직한 일반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  Finch Paper LLC.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회사의 Glens Falls 공장에 대한 이 2,00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Finch Paper의 총 비용 구조를 줄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600개 이상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화 

핵심 영역은 목재 처리 작업, 펄프 공장 설비 및 제 4위의 제지 기계가 포함됩니다. 

 

Mohawk Valley: 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 5,9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59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rtheast UAS Airspace Integration Research Alliance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는 FAA-

designated 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Test Range와 Lowville 지역의 북쪽 지역까지 감시 

장비 및 레이더를 설치합니다. 이로써 Griffiss Test Range에 대한 고정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전 테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AS 조작자에 대한 안전 및 인식을 

위해 항공기 추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FAA NY UAS Test Site를 통해 영공에서 안전한 UAS 

작전을 위한 Detect & Avoid 시스템의 개발을 지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Marcy Nano Center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젝트로 사업 현장에 대한 예정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SUNY Polytechnic Institute에서 Marcy Nano Center 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단계는 825만 평방피트의 고급 제조 및 관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3개의 팹 캠퍼스에 대한 완전한 건설을 지원하는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G450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계획을 지원합니다. 

•  City of Utica의의의의 Harbor Marina Infrastructure 개선개선개선개선 사업사업사업사업 7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City of Utica는 격벽, 

인프라 및 현장 개선, 인프라 개선 공사, 개발사 선택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설계를 통해 

Utica Harbor Master Plan을 진행합니다.  

 

Western New York: 지역지역지역지역 협의회협의회협의회협의회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수령수령수령수령 – 5,8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69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지원지원지원) 

 

4차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tional Comedy Center 1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2개의 건물과 새 구조 건축에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National Comedy Center는 매년 12만여 명의 방문자들을 끌어오고 지역 경제에 

연간 2,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Korean 

•  PUSH(People United for Sustainable Housing)의의의의 Buffalo Sustainability Community Initiative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Community Sustainability Initiative 프로젝트로 Buffalo의 West Side에 

조직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지속 가능성 지구의 기반을 

다지고, 3개 부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협력을 통해 Western New York 

곳곳에 중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한 250개의 태양광 설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주요주요주요주요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건설건설건설건설 6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는 신설 University at Buffalo(UB) School of Medicine & Biomedical Sciences, 신축 

Coventus Medical Office 건물, 그리고 UB Research Institute를 연결하는 2개의 지상 보도를를 

구성하여 교내의 본질적인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2014 REDC 대상 기관에 대한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 걸쳐 5개 지역은 Innovation Hot Spot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지난 해 도입한 REDC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측면인 Innovation Hot Spots 

Competition은 뉴욕주가 벤처 캐피탈과 업계가 후원하는 연구 지출을 유치함으로써 기업들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ot Spots는 학술 

연구를 상용화하고 기업과 학계 사이의 협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자들에게 

귀중한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합니다. 

 

Mohawk Valley, Capital Region, Mid-Hudson, New York City 및 Long Island는 각각 오늘 2차 Innovation 

Hot Spots 프로그램에서 선출된 지역입니다. Hot Spots에 5번 선출될 경우 법률, 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연간 재정 

지원으로 25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2014년도 Innovation Hot Spots 수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Mohawk Valley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칼리지칼리지칼리지칼리지 재단재단재단재단 - Mohawk Valley Innovation Hot Spot의 경우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의 프로젝트인 thINCubator는 모든 지역 인구 계층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기업주들에게 고유의 창업 보육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thINCubator는 Community Foundation, 

Workforce Development Institute 및 MVCC의 지원뿐 아니라 Syracuse에서 유사한 더 정착된 

프로젝트로부터 지역 대학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파트너 간의 폭 넓은 연대와 함께 연동됩니다. 

 

SUNY Albany 연구연구연구연구 재단재단재단재단 - Capital Region Innovation Hot Spot의 경우 i518 프로그램은 Albany, Troy 및 

Schenectady 시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사적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들이 대중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신규 창업자들의 성장을 

육성합니다. Albany 대학의 SEED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이 저조한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멘토링 및 

상담이 제공됩니다. 또한, i518 기업 교육은 IT 지원, 웹 서비스 또는 기타 혁신 기반 사업에 

종사하는 SEED 기업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Korean 

Biotechnology Incubator at New York Medical College (BioInc@NYMC) - Mid-Hudson Innovation Hot 

Spot의 경우 New York Medical College는 자사 파트너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타 기관과의 협력하지만 Mid-Hudson 지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생명 공학 및 생명 과학 

산업의 각종 요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혁신혁신혁신혁신 및및및및 기업가기업가기업가기업가 정신을정신을정신을정신을 위한위한위한위한 CUNY 허브허브허브허브 - New York City Innovation Hot Spot의 경우 CUNY는 뉴욕 

메트로 지역 기업들에게 가장 다양한 서비스 및 자산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범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Long Island High Technology Incubator Inc. - Long Island Innovation Hot Spot의 경우 Long Island 창업 

보육 센터는 이 지역의 세계적 연구 기관, 기술 사업 조직, 투자 자원, 기술 사업 중심 대학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를 수용하는 협력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Hot Spot의 목표는 Long Island 지역에 성공적인 기업가 벤처 정신을 세우고 기술 

창업자들을 유지하고, 끈기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고루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경제개발협의회에경제개발협의회에경제개발협의회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이니셔티브는 Cuomo 지사가 제시한 뉴욕주의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 Cuomo 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들은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REDC 과정의 

제3차 활동이 완료된 후 20억 달러 이상이 2,2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뉴욕주 전역에서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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