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지역협의체 대회(2018 REGIONAL COUNCIL 

COMPETITION)를 통해 7억 6,3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자원을 

지원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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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곳의 전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센트럴 뉴욕, 미드 허드슨, 핑거 레이크스, 모호크 밸리, 뉴욕시 ‘최우수상(Top 

Performers)’으로 선정 - 총 기금에서 4억 3,100만 달러 지원  

  

롱아일랜드, 주도 지역, 웨스턴 뉴욕, 서던 티어,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상(Regional 

Council)’을 수상하여 3억 3,100만 달러 수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프로그램을 통해 7억 6,3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기금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주지사 전략의 핵심 

단체인 지역협의체들은 뉴욕주의 낙후된 상명 하달 경제 개발 방식을 지역사회 기반의 

성과 기반 모델로 재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기업, 학계 지도자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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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유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개발을 돕는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여, 

뉴욕주 경제를 발전시킬 비전을 구현해왔습니다. 지역 기반의 경제 개발은 성장하면서 

번영을 누리는 뉴욕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올해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상을 수상한 모든 지역에 축하의 말을 전하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오랜 기간 보다 강한 뉴욕을 건설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http://regionalcouncils.ny.gov/


 

 

오늘의 발표를 전달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경제 개발 전략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 왔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다운타운을 복원하고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면서, 주민과 방문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업무 절차를 따라,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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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성장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추가로 만들고 

뉴욕주 전체 경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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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뉴욕주 전 지역에서 2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7,3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1억 달러 이상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제 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을 통해 7억 6,3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600만 달러(118개 프로젝트 지원)  

핑거 레이크스: 최우수상 – 8,650만 달러(141개 프로젝트 지원)  

서던 티어: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540만 달러(101개 프로젝트 지원)  

센트럴 뉴욕: 최우수상 – 8,820만 달러(91개 프로젝트 지원)  

모호크 밸리: 최우수상 – 8,540만 달러(77개 프로젝트 지원)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480만 달러(70개 프로젝트 지원)  

주도 지역: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00만 달러(95개 프로젝트 지원)  

미드 허드슨: 최우수상 – 8,710만 달러(122개 프로젝트 지원)  

뉴욕시: 최우수상 – 8,440만 달러(137개 프로젝트 지원)  

롱아일랜드: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830만 달러(103개 프로젝트 지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고유의 경제 개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우리는 현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고유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실어줌으로써, 뉴욕주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Cuomo 주지사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제 8차 대회와 제 3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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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초에 각 다운타운의 잠재력을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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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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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대회 동안, 주정부 기관 커미셔너들과 뉴욕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략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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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제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각각 직접 참관하기 위해, 롬, 로체스터, 화이트 

플레인스 등지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 전략 계획의 이행을 평가했습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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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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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대회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7억 6,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1,050 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600만 달러(118개 프로젝트 지원)  

  

로지나 푸드 프로덕트 주식회사(Rosina Food Product, Inc.)는 단백질 생산 분야 영업 

확장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3,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1) 12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 공사와 (2) 다양한 육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 확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다른 주의 생산 시설을 

웨스트 세네카의 새로운 생산 시설로 이전합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로지나 푸드(Rosina 

Food)를 유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다단계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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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프트만-우드워드 의학 연구소(Hauptman-Woodward Medical Research 

Institute)는 약물 발견 및 질병 치료를 가속화하는 저온 전자 현미경 기술(Cryo-Electron 

Microscopy technology, Cryo-EM)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치료 상호 작용 센터(Center for Therapeutic Interactions)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2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43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는 특정 장비 사양에 부합하는 연구실의 

내부 설비 철거 작업 및 건설 공사가 포함됩니다. 완공될 경우, 이 센터는 여러 차원의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온 전자 현미경 기술(Cryo-EM) 시설 근처에 지역 연구 허브를 

설립하려는 생체의학 연구 개발 회사들을 유인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애그리아메리카 프루트 프로덕츠 유한책임회사(AgriAmerica Fruit Products, LLC)는 

프레도니아에서 이전에 폐쇄된 포도 주스 제조 시설을 장비를 갖추어 현대화하여 고객 

맞춤형 과일 주스 농축액 제조 공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498,6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셔터쿼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포도 생산 카운티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커다란 콩코드 포도 재배 지역의 일부입니다. 240만 달러 규모의 이 재활용 프로젝트로 

최근 현지 가공 공장의 폐쇄로 인해 웨스턴 뉴욕의 포도 재배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고, 74 곳이 넘는 현지 가족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농장 수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식품 가공 분야, 과일 농사 분야, 유통 및 건설 분야, 소매 분야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최우수상 – 8,650만 달러(141개 프로젝트 지원)  

  

메이슨 팜스(Mason Farms)는 매주 최대 2만 개의 유기농 및 전통적인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9,360 평방 피트 규모의 옥수수 가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9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옥수수 절단, 세척, 포장 처리 장비, 물 처리 및 세척 장비, 새로운 옥수수 수확기 등을 

비롯한 장비를 구입하여 갖추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2 단계에는 메이슨 팜스(Mason 

Farms) 과일 및 농산물을 위한 가공 및 포장 시스템 공사와 냉장 보관 시설 공사가 

포함됩니다.  

  

웨인-핑거 레이크스 보세스(Wayne-Finger Lakes BOCES)는 첨단 제조 및 정보 기술 

분야의 수요가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위해 P-테크 고등학교(P-TECH high school)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를 갖추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08,900 달러를 수령합니다.  

  

로체스터 기술 연구소(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는 로체스터 

공과대학교(RIT) 캠퍼스 소재 Thomas H. Gosnell 생명 과학 대학(Thomas H. Gosnell 

School of Life Sciences) 내에 8,000 평방 피트를 규모로 자리잡게 되는 유전체학 연구소 



 

 

클러스터(Genomics Research Lab Cluster)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5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연구소 클러스터는 (1) 생명 과학 분야에서 늘어나는 교수진의 연구를 지원하고, (2) 이 

대학의 생명 과학 학위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을 늘리며, (3) 지역 및 뉴욕주에서 최첨단 

기술을 갖춘 졸업생을 육성하며, (4) 생명 과학 회사의 인력 개발 기회를 만듭니다.  

  

서던 티어: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540만 달러(101개 프로젝트 지원)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Corning Community College)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 STEAM)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력 교육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커리큘럼의 경우 현재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될, 전자 공학과 기계 공학을 

결합하는 종합 전문 분야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분야에서 현대화됩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아 성장시키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서던 티어 전 지역의 인력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의 노력에 부합합니다.  

  

브룸 카운티는 인력 개발, 민간인 재 통합 및 정신적 및 육체적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자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현대화 된 단지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62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제이디 그래너리 유한책임회사(JD Granary, LLC)는 자사의 동물 사료 공장에서 인증된 

유기농 곡물 저장, 연마, 제분, 혼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25,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비유전자조작 

농산물(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Non-GMO) 프로젝트가 검증한 북동부 

유일의 동물 사료 공장 중 하나인 회사의 이번 확장으로, 이 회사는 유기농 사료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고 식품 및 농업 관련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현지의 우선 

과제를 지원합니다.  

  

센트럴 뉴욕: 최우수상 – 8,820만 달러(91개 프로젝트 지원)  

  

새프 글래스 유한책임회사(SAF GLAS, LLC.)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800만 달러를 수령하여, 오논다가 카운티 소재 제임스빌에 

에너지글래스(EnergyGlass)를 위한 플로리다 제조 및 연구 개발 운영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약 5,9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토지 및 기존 시설의 구매, 

개보수 공사 및 신축 공사, 기계 설비 및 장비의 구매 및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회사는 주거용 및 상업용 빌딩 창을 수직의 “태양광 농장(solar farms)”으로 개조하는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생산된 전력을 재사용하여 자체 

전력량을 충당하면 기존의 전력 공급망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볼피 매뉴팩처링 유에스에이 주식회사(Volpi Manufacturing USA, Inc)는 14,000 평방 

피트 규모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새로운 클린 룸으로 대체하기 위해 

19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32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업체이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업체(OEM) 겸 광섬유 공급업체인 볼피(Volpi)는 지멘스(Siemens), 오쏘 클리니컬 

다이어그노스틱스(Ortho Clinical Diagnostics), 로슈(Roche), 제너럴 일렉트릭(GE), 웰치 

알린(Welch Allyn), 카이아젠(Qiagen) 등과 같은 고객 회사를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놀스 카제노비아(Knowles Cazenovia)는 메디슨 카운티 소재 카제노비아에 자리잡은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약 9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8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 공사와 새로운 기계 및 장비 설치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놀스 카제노비아(Knowles Cazenovia)는 성장하고 있는 무선 

주파수 필터링 시장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세대(5G) 통신 기술 및 

인프라를 실현시키는 초소형 전자 제품 부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호크 밸리: 최우수상 – 8,540만 달러(77개 프로젝트 지원)  

  

휴먼 테크놀로지스 코퍼레이션(Human Technologies Corporation)은 새로운 물류 

시설을 건설하고 장애가 있는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93만 5,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린하우지즈(Empire State Greenhouses)는 연중 내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코블스킬에 새로운 7,000만 달러 규모의 온실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5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그리피스 지역 개발공사(Griffis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그리피스 기업 및 

기술 단지(Griffiss Business and Technology Park)에 자리잡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젊은 

전문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는 현대적인 복합 용도의 풍부한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과 

사무실을 개발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25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노스 컨트리: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480만 달러(70개 프로젝트 지원)  

  

종기 제품 제조업체인 옴니아필트라(Omniafiltra)는 생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14,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57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장의 제품 기능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카씨지 지역 병원(Carthage Area Hospital)은 새로운 의료 캠퍼스를 건설하여 외래 진료 

시설, 관리 건물, 병원 중 2 곳을 통합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3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6,500만 달러 규모의 이 메디컬 

빌리지(Medical Village)는 모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는 원 스톱 의료 

시설이며, 농촌 진료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카씨지 지역 병원(Carthage Area Hospital)은 뉴욕 최대 단일 지역 

고용주인 포트 드럼(Fort Drum)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한 곳입니다.  

  

아카디아 에너지(Acadia Energy)는 수경 재배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패디 힐 

에너지 단지(Paddy Hill Energy Complex)의 폐열과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예정인 

410만 달러 규모의 실내 수직 농장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415,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주도 지역: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700만 달러(95개 프로젝트 지원)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HVCC)는 간호 

교육의 대안 옵션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VCC)는 트로이시의 주요 캠퍼스 소재 피츠기 본스 보건 기술 센터(Fitzgibbons 

Health Technology Center)의 공간 2,750 평방 피트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VCC)는 기존 간호 프로그램에 12 개월간의 간호 트랙(ANT)을 

추가하여, 매년 16 명 이상의 학생들을 추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연례 등록 학생 100 

명의 16 퍼센트가 늘어난 학생 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도 지역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 

업무 종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학생이 간호학교를 졸업하도록 만들며, 뉴욕주 

전 지역에 간호 인력 부족으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고령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지역사회의 우선 과제입니다.  

  

더 케이스 그룹 유한책임회사(The Case Group, LLC)는 그린 아일랜드 빌리지의 첨단 

제조 제품 개발부(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 Development)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5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25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로 더 케이스 그룹(The Case Group)은 

다양한 기술을 갖춘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고객 맞춤형 목재, 철재, 합성 창문, 

문, 외관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롤 창문 산업 

분야에 합성 재료, 탄소 필터 재료, 고급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신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습니다.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는 사라토가 

스프링스에서 진행되는 550만 달러 규모의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 개선 

프로젝트(SPAC Improvement Project)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00만 달러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지원금 5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PAC)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자와 문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업스테이트 뉴욕 최고의 문화 센터입니다. 제안된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양보 구역 및 게스트 화장실 시설 교체 공사, 실내 교실 추가 공사, 공간 확보 

작업, 통합 마케팅 캠페인 등이 포함됩니다.  

  

미드 허드슨: 최우수상 – 8,710만 달러(122개 프로젝트 지원)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연합 주식회사(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Association Inc.)는 혁신 그랜드 거리 프로젝트(Innovation Grand Street Project) 1 단계 

공사에 투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83만 1,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버그시의 유서 깊은 번화가 지구에 

위치한 비어있거나 활용되지 않는 건물 두 채를 개보수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해결하고 협동조합 파트너 및 지역 

기업들과 함께 현지 성장 산업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센터(The Center for Discovery, TCFD)는 새로운 뇌 및 신체 건강 

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Brain and Body Health)의 개발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 센터는 톰슨 

타운 소재 록힐의 164,000 평방 피트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을 아동 전문 

병원(Children’s Specialty Hospital) 및 특별 교육 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한 최신 생물 행동 

및 의료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480만 달러 투자의 일환입니다. 6 개의 실험실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의학적 취약점, 알츠하이머 및 치매 그리고 기타 만성적인 복합 조건 등에 

대한 선구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 얼론(Bread Alone)은 레이크 캐트린 베이커리(Lake Katrine bakery)를 확장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8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브레드 얼론(Bread Alone)은 1983년부터 허드슨 밸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치 중심의 인증된 유기농 제과점입니다. 이 확장으로 15,000 평방 피트의 공간이 

늘어나서 이 제과점은 증가하고 있는 고객에게 유기농 빵을 더 많이 팔게 됩니다. 44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로 에너지 절감 친환경 디자인(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인증 건설 공사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브레드 얼론(Bread Alone)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의지가 

한층 더 심화될 것입니다.  

  



 

 

뉴욕시: 최우수상 – 8,440만 달러(137개 프로젝트 지원)  

  

마운트 시나이의 아이칸 의과대학(The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은 

64,000 평방 피트의 12 층 건물을 기업 서비스, 전산 연구, 생명 과학과 정보 기술의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상업적 벤처를 위한 공간이 있는 건식 실험 시설로 개조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3,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는 바이오하우스(BIOHOUSE)가 

운영하는 상업용 생명 과학 인큐베이터가 포함됩니다.  

  

퀸즈 연맹(Coalition for Queens, C4Q)은 2 개의 강의실과 4 개의 워크샵 및 회의 공간을 

추가하여, 미래 인력 센터(Center for the Future Workforce)를 확장하는 75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5만 달러 및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지원금 1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퀸즈 연맹(C4Q)은 저소득층 주민, 특히 4년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주민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시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현재의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 회사에 고용된 엔지니어들이 이 커리큘럼을 

고안합니다. 퀸즈 연맹(C4Q)은 또한 일자리 유지 및 경력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3 

년간의 훈련 후 일자리 배치 및 경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저소득층 주민 1,000 명을 훈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그졸트 유쓰(Exalt Youth, Exalt)는 로어 맨해튼의 새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75,000 달러를 

수령합니다. 이그졸트(Exalt)는 고위험 법원 관련 청소년(15-19 세)이 고용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기술, 금융 

서비스, 생명 과학, 건강 보험 등과 같은 뉴욕주의 고성장 분야의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약 887,000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는 연간 1,000 명의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할당된 수를 

세 배로 늘려서, 이그졸트(Exalt) 졸업생을 위한 직업 및 대학 진학 기회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재정 지원으로 3 개의 새로운 교실, 도서관 및 라운지,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가 멘토를 만나고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연구하고 사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를 포함하는 보수 공사에 사용됩니다.  

  

롱아일랜드: 지역협의체 보조금 수령 – 6,830만 달러(103개 프로젝트 지원)  

  

호프스트라 대학교 사이버보안 혁신 및 연구 센터(Hofstra University 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 Center)는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차세대 

하이테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사이버 보안 혁신 및 연구 센터(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 Center)를 구축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2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선라이즈 스팀 쉑(Sunrise Steam Shack)은 암이 있는 어린이와 형제 자매에게 미래의 

직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을 가르치도록 서퍽 카운티에 최신식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TEAM) 분야의 캠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5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에스텔라 하우징 인프라스트럭처(Estella Housing Infrastructure)는 헴스테드 빌리지에 

적정 가격 주택 및 상업용 공간을 갖춘 복합 용도 단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 1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2018 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전체 수상 목록은 

www.regionalcouncil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대회 후에:  

•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DC)는 781 개 

프로젝트에 5억 5,3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는 856 개 

프로젝트에 6억 5,6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DC)는 655 개 프로젝트에 

6억 1,3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DC)는 708 개 

프로젝트에 7억 3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DC)는 640 개 

프로젝트에 6억 1,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North Country REDC)는 607 개 

프로젝트에 6억 1,4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REDC)는 813 개 

프로젝트에 5억 8,8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미드 허드슨 지역경제개발협의체(Mid-Hudson REDC)는 809 개 

프로젝트에 6억 4,78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뉴욕시 지역경제개발협의체(New York City REDC)는 710 개 프로젝트에 

5억 4,9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DC)는 791 개 프로젝트에 

6억 3,9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소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접근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요 공약입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10개의 지역협의체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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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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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활동이 완료된 후 61억 달러 이상이 7,300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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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 지역에서 2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협의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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