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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LOOMBERG 시장 및 지방 자치 단체장 MARKOWITZ, BROOKLYN NAVY YARD(해군 
조선소)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3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에너지 기술 센터) 신축 발표 
 

뉴욕시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의 최우선 프로젝트는 새 222,000 평방 피트 설비에 2개의 첨단 앵커 
테넌트를 확인합니다: 미군을 위한  방탄복과 의복 제조자, Crye Precision;과 공동 디자인 및 제조 

공간, New Lab.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 Michael R.  Bloomberg 시장, Marty Markowitz Brooklyn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주와 시의 선출된 관료들은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이 4,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이 Navy Yard에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에너지 기술 센터)를 건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욕시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의 최우선 프로젝트는 이전의 제 2차 
세계대전 시대 해군 기계 공장 3개를 조정하여 하나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산업 단지로 
재사용해 약 300개의 새 정규직 및 약 400개의  건설업을 창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위원회 이니셔티브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간 뉴요커들을 일자리로 
되돌릴 생산성이 높고 부단한 혁신 경제에 주 정부가 투자하도록 돕고 있다는 한 예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는 대성공한 회사가 군인 중 영웅적인 멤버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툴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반면 약 3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친환경적인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Brooklyn Navy Yard는 확실한 성공담이며,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에너지 기술 
센터)에의 투자는 Navy Yard와 뉴욕시 경제에 좋은 소식 이상입니다,"라고 Michael R.  Bloomberg 
시장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Nary Yard는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같은 혁신의 본거지로 저희 
도시를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임대자, Crye Precision과 Macro Sea,가 위치한 Brooklyn Navy Yard의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는 green manufacturing (환경 에너지 기술)과 지속적인 실행을 수 백개의 
정규직 및 건축업을 창출하는 첨단 기술 설비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줍니다,"라고 Marty Markowitz Brooklyn 지방 자치 단체장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Bloomberg 시장, Quinn 주 하원 의장, 저희 Brooklyn 입법부 및 위원회 대표단, Brooklyn Navy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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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rporation 회장 Andrew Kimball와 모든 그들의 파트너가 ‘navy blue’를 ‘navy 
green’으로 바꾼 데 브라보라고 외치며 갈채합니다. "Brooklyn Navy Yard의 동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녹색 — 경제보다 더 좋은 예는 없으며, 저는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 프로젝트를 후원하게 되어 기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vy Yard는 뉴욕시의 복원력과 창조성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뉴욕시 시의회 의장 Christine C.  
Quinn은 말했습니다. 사려 깊은 재개발 노력을 통해 한 때 번영하던 조선술 설비는 이제 뉴욕시의 
몇몇 최첨단 회사 및 이제 곧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를 수용하는 모형 
도시 산업 공원입니다. 저희들은 시의회가 주지사, Bloomberg 정부, 지방 자치 단체장 Markowitz 및 
Brooklyn Navy Yard와 협력하여 Navy Yard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뉴요커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klyn Navy Yard는 2001년 230개 비즈니스 및 3,600명의 노동자 고용에서 275개 이상의 
비즈니스에 6,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한 Brooklyn 해안가의 300 에이커에 달하는 공업 
단지입니다. 시, 주 및 연방 정부에 의해 인프라에 투자된 2억 달러 이상은 새 개조된 공업 건축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의 5억 달러 이상과 임대 기계, 설비 및 준비금에 수 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균형을 맞춥니다.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의 개발은 향후 2년간 180만 평방 피트 이상의 
새 공간과 2,500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추가하는 제 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큰 성장으로, Brooklyn 
Navy Yard에서 진행 중인 확장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30개 이상의 green manufacturer (환경 
에너지 기술)의 본거지인 green 설비의 개발은 오랜 동안 Brooklyn Navy Yard의 우선 
사항이었습니다. 이 주요한 새 투자는 28번, 123번 및 128번 건물과 이전 해군 조선 기계 공장을 
220,000 평방 피트에 여러 세입자를 둔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쉽) Silver 등급으로 공인된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로 전환할 것입니다. 주요 공사는 올 여름 시작하여 완공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BNYDC 회장 겸 최고 경영자 Andrew H.  Kimball는, “이 Navy Yard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 
제조업의 번성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를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저희 파트너들의 후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개의 엄청난 앵커 테넌트를 확보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J. Duffy  부지사는,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는 Cuomo 주지사의 
지역 위원회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저희가 직업을 창출하고 저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공공-민간 부문간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현저한 예입니다. 저희 
첨단 기술 제조업 확장에의 투자로 저희들은 문자 그대로 지속될 준비가 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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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학장이자 뉴욕시 지역 시의회 공동 의장 Matthew Goldstein는, 
"저는 뉴욕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를 대표하여 Brooklyn Navy Yard가 새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의 개발과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앵커 테넌트로 Crye Precision을 
확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새 센터는 뉴욕시내 환경적으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선진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21세기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방탄복과 의복의 최고 디자이너이자 제조자로 
뉴욕주의 통합된 지원금 지원서 (CFA) 과정을 통해 100만 달러를 수상한  Crye Precision은 새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의 주요한 두 임대자 중 하나가 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Crye는 현재 Navy Yard에 110명의 직원으로 4개의 별개 공간을 운영중이며, 이제 
80,000 평방 피트를 임대하여 여러 사이트를 하나의 중심 위치로 통합할 것입니다. Crye는 통합과 
확장을 위해 New Jersey를 포함한 수많은 옵션을 고려한 끝에 이 Navy Yard에서의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의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로의 확장은 향후 5년에 걸쳐 
1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Crye는 개발 중인 몇몇 상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라인은 직물로 만들어지는 지역적으로 재활용되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Crye Precision 전무 이사 Caleb Crye는, "이 Navy Yard는 바로 저희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저희는 저희 미래가 여기 남아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는 여기서 10년 전 4,500 평방 
피트로 시작하여, 현재 45,000 평방 피트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완공될 때면, 저희들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소 100개의 새 
직업을 추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앵커 테넌트 Macro Sea는 가장 최근의 환경을 의식하는 과정 및 기계를 사용해 디자인과 
제조 혁신을 촉진할 최첨단 설비 New Lab을 위해 50,000 평방 피트 이상을 임대할 것입니다. New 
Lab은 전통적인 임대 및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디자인과 혁신의 중심지내 
디자이너, 디지털 제조업자, 건축가, 대학원 연구 설비 등을 동적으로 결합시켜 디자인과 제작간 
협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녹색 기술 발전의 선두에서 일하는 New Lab은 다음 대학 및 
회사들로부터 강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 Cooper Union의 Sustainable Design Innovation Laboratory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디자인 혁신 연구소)를 위한 대학 (Institute);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건축 대학 및 건축공학과 생태학 센터 (CASE) 
• Columbia University, 건축 계획 및 보존 대학원 응용 건축학 연구소 (L-ABS); 
• Brooklyn에 기반을 둔 비영리 디자인 그룹과 그린 디자인보다 더 큰 체제를 
조사하고 추진할 모든 배경의 과학자, 화가, 건축가, 학생 및 개인을 위한 특별한 
연구소, Terreform ONE; 및 

• 누적층 제조의 세계에서 가능한 경계에 계속적으로 떠밀리는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연구소내 런던에 기반을 둔 디자인 자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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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Sea 경영 사장 David Belt는, "New Lab은 대학원생, 디자이너 및 첨단 기술 제조업자들을 
한데 모아 혁신적으로 공동 제작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Navy Yard의 제조업자 커뮤니티는 
도시 산업의 미래를 대표하여, New Lab은 다음 세대의 최첨단 Yard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를 닦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600만 달러의 건축 프로젝트는 LEED Silver 표준에 따라 건축될 것이며, 뉴욕주(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600만 달러), 뉴욕시 시의회 (750만 달러), Brooklyn 지방 자치 단체장 (250만 
달러) 및 미국  경제 개발청 (250만 달러)으로부터의 자본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Crye는 뉴욕주의 통합된 지원금 지원서 과정을 통해 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100만 달러의 Excelsior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BNDYC는 연방 정부의 EB-5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 자금의 나머지를 공급했습니다. Crye는 그들의 준비 및 설비에 약 900만 
달러를 소비할 것이며 Macro Sea는 약 1,000만 달러를 소비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최고 경영자이자 이사인 Kenneth Adams는, "green manufacturing 
(환경 에너지 기술)에의 이 주요한 투자는 뉴욕주의 새 경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창출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이 Brooklyn Navy 
Yard는 회사들을 성장시키며 저희 경제는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직업을 창출하도록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격찬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 상원 의원 소수당 지도자 John L.  Sampson은, "이 형태의 프로젝트는 환경은 물론 경제에도 
유익합니다. 저희들이 이 경제를 살려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국과 그 비즈니스들의 미래는 그린 경제에 달려 있으며—이 곳 Brooklyn에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를 위해 더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인 
미래를 보장함을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 주지사와 그의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를 
격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 상원 의원 Daniel Squadron는, "이 Brooklyn Navy Yard는 계속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는 
저희 커뮤니티의 성장 및 경제력 재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반면, Brooklyn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형태로 이 역사적인 공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 Cuomo 주지사, Duffy 부지사, Markowitz 지방 자치 단체장, EDC 및 BNYDC와 
Brooklyn에 여러분의 재능을 가져올 Crye Precision 및 New Lab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 상원 의원 Velmanette Montgomery는, "미래는 그린 일자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며, 
저희들이 이 첨단 산업에 더 빨리 투자할수록 장기적인 경제 회복이 더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녹색 기술은 환경을 좋게 만들면서 경제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저는 뉴욕주가 새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지사를 격찬하며, 향후 저희 커뮤니티 및 저희 주에 
더 많은 유익한 그린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일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 하원 의원 Joe Lentol는, "저희들은 이 곳 Brooklyn에 녹색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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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Crye Precision, Brookly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사는 
분명 깨끗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녹색인 뉴욕주의 새로운 제조업 혁명의 일부입니다. 이 
Navy Yard는 Brooklyn이 큰 규모의 제조업과 동시에 창조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Brooklyn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C 위원회 위원 Stephen Levin은, “Brooklyn Navy Yard는 끊임없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오늘 
저희들은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에 대한 지원과 215,000 평방 피트 
면적을 다른 용도에 맞게 만들며 수 백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BNYDC는 이 
곳에서 놀랄만한 활동을 재기하고 성장을 부활시키고 있어, 저희들은 이를 이끄는 Andrew 
Kimball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내 Brooklyn Navy Yard를 대표하여 매우 기쁘며, 
앞으로 수년 이내에 이야기할 더 많은 대단한 이야깃거리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C 위원회 위원 Letitia James는, "시와 주 정부 및 민간 부분간 협력은 300개의 새 정규직 및 약 
400개의 건축 일자리를 창출하는 Green Manufacturing Center (환경 에너지 기술 센터)와 함께 
Brooklyn Navy Yard를 또다시 중요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나아가, 이 4,600만 달러의 그린 설비는 
저희 환경에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 Michael M.  Bloomberg 시장,  Marty Markowitz Brooklyn 지방 자치 단체장, Christine 
Quinn 시의회 의장 및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회장 Andrew H.  Kimball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은 뉴욕시를 위한 Brooklyn Navy Yard의 운영을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잘 활용되지 않은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며, Yard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일을 합니다.  Brooklyn Navy Yard는 공업 단지로 
재오픈에 앞서 150년 넘게 미국의 탁월한 군사 시설 중 하나로 일해 왔습니다. 이 Yard의 다채로운 
과거와 번영하는 현재 및 유망한 미래는 새로 오픈되는 전시회, 방문객 및 고용 센터에서 포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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