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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6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7개개개개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경제경제경제경제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활성화할활성화할활성화할활성화할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위해위해위해위해 2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지원지원지원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투자금투자금투자금투자금 2억억억억 7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통해통해통해통해 3,65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유지유지유지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Finger Lakes, Central New York, North Country, 수도권 지역, Mid-

Hudson, Long Island 및 뉴욕주 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11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223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이사회가 승인한 이 자금은 

7개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350여 개의 기존 일자리를 

보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금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 2,700만 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체를 유치하고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우선적 지역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의료 및 관광과 같은 

주요 업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백 만 달러의 민간 부문 

투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뉴욕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조이며 저희 

행정부는 지역, 연방 및 민간 부분의 파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러한 움직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씨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뉴욕주 전역의 주요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집중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 건설의 후원에서부터 제조업 및 의료 산업 발전의 확대에 이르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견실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SD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REDC)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Health Sciences Center for Computational Innovation(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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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의료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인 University of Rochester(UR)는 시설 개조 및 

대학교 캠퍼스 외부에 위치하는 데이터 센터 및 캠퍼스 내부의 시각화 센터의 차세대 수퍼컴퓨팅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으로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활용함으로써 의학 연구에 있어서 수퍼컴퓨팅 

기술을 더욱 심화할 계획입니다. UR은 IBM 및 뉴욕주와 제휴하여 의학 연구를 전문으로 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퍼컴퓨팅 시스템 중 하나인 Health Sciences Center for Computational 

Innovation(HSCCI)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REDC 정책으로 UR은 제3단계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HSCCI는 뉴욕주 북부 

지역을 의료 부문의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IBM이 

미국의 주요 첨단 생명의학 연구 기관과 맺은 최초의 합작기관으로서 IBM이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잠재 시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 효율성 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의학적 지식과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idtown Tower Rochester(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4,000,000 

성공적인 2개의 상용/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체의 합작회사인 Midtown Tower, LLC는 오래된 도심 

사무실 건물을 40만 가구의 다목적 주거지로 재활용할 5770만 달러 규모의 건설비로 최고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Midtown Plaza는 1962년에 Rochester 도심에 건설된 미국 

최초의 도시형 실내 쇼핑몰이었습니다. 최근에 Midtown은 민간 부문이 몇 차례 활성화 계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85%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쇼핑몰은 2009년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Rochester 시에서는 

2007년 이 부지를 포괄하는 도시 재개발 지구를 설립하고 Midtown 부지의 공개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주는 2008년에 Midtown Plaza의 환경적 구제책 마련과 선별적 철거를 위해 

ESD를 통해 55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일련의 재개발 구역, 새로운 도로 경계선과 공터,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 철근으로 변한 2개의 건물 등의 재개발 과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Rochester의 확장적 도심 재활성화 노력을 통합적으로 달성하는 성과를 

올릴 것입니다. 오래 동안 진전이 없었지만 전액 자금이 지원되고 현재 설계 단계인 새로운 도로 

경계선과 Midtown 부지에 곧 세워질 새로운 건물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Rochester 도심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며. 그 결과, 경제 부활을 이루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은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ESD 자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Rochester시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layton Harbor Hotel(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 Jeffer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3,000,000 

Clayton Harbor Hotel, LLC는 최고 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Lake Ontario 1000 Islands St. Lawrence 

Seaway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2350만 달러 규모의 호텔과 컨퍼런스 시설을 Jefferson 카운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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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ton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호텔은 조달자금 갭으로 지역 자금이 제한될 경우, 새로운 호텔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ESD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layton Harbor Hotel LLC는 North Country 

REDC가 우선적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ESD의 지원이 없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Watertown-1000 Islands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일자리 창출,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을 지원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NCREDC가 우선적 프로젝트로 

지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기회를 통해 추가적인 연중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개선된 생활 수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Clayton Harbor Hotel은 2015년 1월까지 9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rist College Capital(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3,000,000 

독립적인 문과 대학인 Marist College는 최고 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2013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된 New York State Cloud Computing and Analytics Center(NYSCCAC) 건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Marist College는 IT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센터인 NYSCCAC를 관리합니다. NYSCCAC는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배치할 방법을 개발하고 

시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초기 단계의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YSCCAC는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 중요한 영역 등에 대한 주요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성능 컴퓨팅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석적 클라우드, Cloud Computing and Analytics Incubation Center, 인재 개발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YSCCAC 프로그램은 IT 서비스와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임시 사무실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최장 2년 동안 기업에게 현장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행정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성공적인 기업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이 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주하여 추가적인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업 및/또는 기업의 클라우드 제품에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최초 사업 계획, 프로젝트 설계, 구현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Mid-Hudson 지역 전략 계획에 따라 몇 가지 기술 기반 산업과 

교육 리소스를 통해 다양화된 서비스 기반 경제를 강화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기술 기반 

산업에서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SUNY의 엔지니어링, Marist College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석 연구 전문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Central New York 지역지역지역지역 –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500,000 

Syracuse 지역에 위치하는 비영리 의료 교육 및 종합 의료 기관인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는 최고 250만 달러를 사용하여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시설 확장의 일환으로서 Syracuse 

지역의 North Side 사업체들을 위해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환자 수용 시설과 산책로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친환경 의료 시설 건설 프로젝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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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입니다. St. Joseph’s 센터는 Central New York 지역 주민을 위한 급성 입원환자, 외래환자, 

일차진료, 응급진료, 정신 의학, 진료, 가정 건강,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 Joseph’s 센터는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110개의 개인 병실, 집중 치료실, 14개의 

수술실을 갖춘 73,000평방 피트 규모의 수술병동, 12,100평방 피트 규모의 중앙 멸균 구역, 산책로 

등을 갖춘 104,000평방 피트 면적의 환자 수용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지원 

서비스, 직원 교육, 가족 대기실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완공으로 St. 

Joseph’s 센터에서는 2,923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14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Central New York REDC의 사명과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목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촉진할 친환경적 첨단 시설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병원 주변의 주민 건강을 개선하며, 의료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매년 상당한 에너지 및 물 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uffalo Streetscapes(Western New York 지역지역지역지역 –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2,000,000 

Buffalo 시는 Buffalo 도심의 가로경관과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200만 달러를 사용하여 교통 흐름과 

연결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Western New York REDC의 우선적 프로젝트로서 

스마트한 성장을 촉진하고 관광객과 젊은 층을 유치하며 사업 기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도심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려는 지역 계획(Regional Plan)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Buffalo 도심 지역은 Erie Canal Harbor의 5000만 달러와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지역의 5억 달러를 포함한 민간 투자금 10억 달러를 활용해왔으며 2020년까지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uffalo시의 공공 

기반시설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uffalo시는 가로경관과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REDC 운동 

결과 Buffalo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분리된 도심 지역 사이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와 가로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러한 CFA 프로세스를 통해 4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CFA 보조금을 받은 후, 프로젝트를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조금을 

분할했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한 200만 달러의 보조금은 Main Street의 500개 블록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200만 달러의 보조금은 Goodell Street와 Lower Terrace Street 사이의 Pearl 

Street, Washington Street와 Oak Street 사이의 Genesee Street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Jefferson County Watertown 국제공항국제공항국제공항국제공항(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 Jeffer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1,500,000 

Jefferson 카운티는 Watertown 국제공항의 14,000평방 피트 면적의 격납고 건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1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합니다. Watertown 국제공항의 시설 및 건물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Jefferson 카운티는 공항 개조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SD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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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습니다. Jefferson 카운티는 REDC 운동을 통해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 개발, 관광을 주도할 활동을 지원하고 North Country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North Country REDC Strategic Pl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efferson 카운티는 민영 및 상용 항공기 운항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격납고 건물을 계획, 설계 및 

건설해왔습니다. 새로운 격납고 건물로 이 공항은 상용 항공기의 보안, 안전한 보관, 유지보수, 

연료 공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이 공항에서 격납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격납고는 

또한 탑승객을 지역 교통편으로 연결할 안전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 

운영자금을 상쇄할 새로운 렌탈 수입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은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공항 시설과 현대식 비즈니스 센터를 개발하고, 공항 

행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Watertown North Country 지역의 안전과 생활 수준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자산입니다. 

공항 활주로의 조기 확장으로 대형 항공기들이 더욱 정기적으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민, 기업, 관광객 등은 물론 Fort Drum 관광객, 군인, 가족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rinity Alliance of the Capital Region, Inc. – ATTAIN(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지역지역지역지역 –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475,000 

Trinity Alliance of the Capital Region, Inc. (Trinity)는 Albany의 South End에 위치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가족 생활을 위해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며 교육 및 

채용 기회를 촉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Trinity는 Albany Housing Authority의 

Capital South Campus Center에 첨단 기술 교육 및 정보 네트워킹 랩인 ATTAIN을 설립하기 위해 

컴퓨터 장비, 시스템 및 인프라, 가구, 기구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해 최고 $375,000에서 

$100,000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ATTAIN 프로젝트는 Trinity, Albany Housing Authority, SUNY University Center for Academic and 

Workforce Development(UCAWD), SUNY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 등이 

빈곤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 기술 및 경제적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협력적 노력입니다. 

주지사의 REDC 운동과 수도권 경제개발 위원회(CREDC)의 2013년 Opportunity Agenda의 결과 

Trinity는 ATTAIN 랩 건설을 위해 총 $475,000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lbany의 South 

End에 위치하는 4.5에이커 면적의 Lincoln Square를 다목적 교육 캠퍼스로 전환하기 위한 재개발 

계획의 일환입니다. CREDC의 Opportunity Agenda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성장하는 하이테크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협력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REDC에게 우선적 프로젝트로서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이 수도권 

지역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 근로자들이 혁신 경제에서의 취업 요건에 부합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취업 기회에 

대비하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과 그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 받았던 

지역사회에서 학습과 교육의 중심지를 형성하여 도시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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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Haley(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200,000 

J.M. Haley Corporation은 아연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을 생산하는 판금 배관 

업체로서 부지 매입, 시설 개조, 배관 제조와 설치 업무를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Farmingdale에 위치하는 현재 운영 시설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저렴한 시설 및 운영 비용과 뉴욕시와의 근접성 때문에 주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New Jersey로 이주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사의 REDC 운동으로 인해, 

J.M. Haley는 뉴욕주에 머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ESD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armingdale의 첨단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생명 과학, 정보 기술, 청정 에너지, 방위 및 

국토보안 산업 등의 기술혁신을 권장함으로써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Long Island REDC Strategic 

Plan과 통합되었습니다.  

 

J.M. Haley는 Farmingdale의 10,000평방 피트 면적의 시설을 매입하여 개조했으며 새로운 기계와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이 시설은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재무 투명성과 기획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며, 바쁜 시즌에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환경 

및 생산능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 덕택에 J.M. Haley는 현재 채용 수준을 65명으로 

유지하고 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Gowanda’s Historic Hollywood Theater(Western New York 지역지역지역지역 – Cattaraugu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166,667 

Gowanda's Historic Hollywood Theater, Ltd.는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1992년까지 대규모 밴드 공연, 

뮤직 공연, 영화 상영의 장소였던 12,600평방 피트 면적에 위치하는데 내부 복원 비용을 위해 

$166,667의 보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REDC 운동으로 Hollywood Theater는 추가적인 극장 복원 공자를 위해 ESD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장의 복원 공사가 완료되면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을 위한 3개 카운티가 만나는 

교외 지역 센터로서 재개장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 건물을 복원 및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도심 지역의 경제 개발을 더욱 촉진하면서 Western New York REDC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극장 복원 공사의 약 85%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5년 11월에 제한적으로 일반에게 

재개방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복구될 경우 이 극장은 Gowanda 빌리지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개선하고 주변 비즈니스 구역에서 경제 부활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취업 기회가 

급감했던 지역에 채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D 이사회가 승인한 Empire State 경제개발 위원회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Kawasaki Rail Car(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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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도 차량 제조업체인 Kawasaki Rail Car, Inc.는 최고 $500,000의 보조금을 현재 리스하고 있는 

제조 시설의 구매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awasaki는 미국의 주요 교통기관, 특히 뉴욕과 3개 

주 지역의 철도 차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0년 대에 뉴욕 Yonkers의 Otis Elevator 

Company 공장에 회사 운영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New York City Transit, Long Island 

Rail Road, Metro North Rail Road, PATH 및 Boston, Virginia, Maryland 교통 기관을 포함한 주요 고객을 

위해 2,500대의 기차를 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 Kawasaki는 뉴욕시를 떠나 기차의 차체 제조 시설이 있는 Nebraska와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Kawasaki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뉴욕의 Yonkers 시설 매입을 위해 ESD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ESD는 Kawasaki가 회사와 수 백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매입할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택에 이 회사는 뉴욕에 머물게 되었으며 375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SD 이사회의 다음 회의는 7월에 개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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