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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Y 부지사 DISCOVERY CAMPUS내 FINGER LAKES MUSEUM 시공식 발표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주요 프로젝트 430개의 영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에 매년 1천2백만 달러 효과 파급 

 
부지사 Robert Duffy는 오늘 지역 인사들과 함께 Keuka Lake의 Branchport의 Discovery Campus에 
위치하게 될 교육문화 센터인 Finger Lakes Museum의 시공식에 참석했습니다.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은 이 프로젝트를 2011년의 주요 프로젝트로 
지정했으며 과거 Branchport Elementary School을 Finger Lakes 지역을 조명하는 역사관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2백3십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Finger Lakes Museum은 전환점이 되는 프로젝트로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관광업과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줄 것입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은 뉴욕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이며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줄 것입니다. 지역 위원회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이용해서 더 밝은 경제적 미래로 향하는 길을 다질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시공식으로 Discovery Campus의 완성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완성된 박물관을 방문해서 저의 고향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Discovery Campus는 Finger Lakes 지역을 조명하는 2단계로 구성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실내/실외 자연문화 시설의 1차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The Finger Lakes Museum이 후원하며 
박물관내에 100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330개의 공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매년 1천2백만 달러에서 1천5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관광수입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주변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Finger Lakes Museum의 사업계획은 일류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지는 작은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 여가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Finger Lakes Museum의 
관장인 Don Naetzker가 말했습니다. “박물관의 Discovery Campus를 전형적인 Finger Lakes 마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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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port에 설립하게 된 것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 이 자연이 그대로 보전된 지역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첫 발자국입니다.” 
 
Finger Lakes Museum의 Discovery Campus는 Finger Lakes 지역을 조명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단계  계획의 첫발자국입니다.”라고 Finger Lakes Museum 신탁위원회의 회장 John Adamski는 
말했습니다. “Discovery Campus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Duffy 부지사 및 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금 확보를 도와주고 있는 3개의 뉴욕주 기관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 투자한 수백명의 개별 지원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의거한 직업 창출 및 지역사회 계획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총 
7억8천5백만 달러가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를 통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박물관은 
3개의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1백5십만 
달러, 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 (OPRHP)이 4십만 달러, 그리고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이 3십8만1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회장겸 위원장인 Kenneth Adams는 “이것은 Finger Lakes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 업체들의 성장을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발 빠르게 이번 프로젝트를 해당 지역의 우선 
프로젝트로 지목하고 투자를 했으며 오늘 시공식을 가짐으로서 Finger Lakes Museum은 지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데 한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Office of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의 위원장 Rose Harvey는 “저는 Finger Lakes 
Museum의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한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측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원, 박물관 및 문화적 장소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의 근간이 됩니다. Finger Lakes 
Museum 설립으로 사람들에게 뉴욕주의 Finger Lakes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thew Driscoll,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의 회장은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은 Finger Lakes Museum측에 3십8만1천 달러를 지원해서 박물관의 Discovery Campus내에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정원 지붕 및 통기성 포장 주차장 건설과 내천 복구 및 보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뉴욕주 전체에 걸쳐서 시행해서 홍수물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자연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게 됩니다. 경제 개발은 Cuomo 주지사가 작년에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계획을 설립하면서 설정한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며 Finger Lakes Museum은 그러한 목표의 달성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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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의 1백5십만 달러는 Branchport Elementary School의 개보수와 Discovery Campus 건립 비용 
충당에 보태질 것입니다. EFC의 Green Innovation Grant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홍수물 관리 체계를 
설립하게 될 것이며 빗물을 흡수하고 오염된 물이 Sugar Creek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기성 
포장 주차장 건설이 포함됩니다. 빗물 흡수 “친환경 지붕” 및 친환경 바이오필터는 홍수물을 
처리할 것이며 내천의 둑을 복구하고 보호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OPRHP의 지원금으로 Discovery 
Campus내의 수로를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Waterfront 프로그램 센터 
및 보트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5월에 Discovery Campus의 실외 및 실내 보수 관련 최종 디자인 계획과 가상 방문 사이트가 
공개되었으며 Finger Lakes Museu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ingerlakesmuseum.org.  
 
상원의원 Tom O'Mara는 “Finger Lakes Museum은 이 지역의 전환점이 되는 프로젝트이며 Cuomo 
주지사의 지역 위원회가 뉴욕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져다 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는 반가운 소식으며 저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의원 Phil Palmesano는 “뉴욕주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Finger Lakes Museum은 왜 
이 지역이 독특한지에 대해서 조명할 것이며 Finger Lakes, Southern Tier 및 뉴욕주의 훌륭한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Finger Lakes Regional Council이 이러한 
잠재력을 인식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ates County Legislature의 Taylor Fitch 의장은 “Finger Lakes Museum이 Yates 카운티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중요 
프로젝트로 지정한 Finger Lakes Regional Council의 동료들을 칭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는 이 프로젝트가 열매를 맺을때까지 뉴욕주와 함께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inger Lakes Economic Development Center의 Steve Griffin은 “지역 위원회의 협조로 Finger Lakes 
Museum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역 전체의 우선적 프로젝트로 대두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획일적인 경제 개발 전략이 우리 주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및 이 프로젝트가 창출하게 될 수백만 달러의 관광 수입은 하의 상달식 접근법이 뉴욕 
전체를 위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Livingston County Area Chamber of Commerce 회장인 Cynthia Oswald는 “우리의 문화 자원과 관광 
자원은 Finger Lakes 지역의 최대 장점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역 위원회 절차 방안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얼바니측에 우리 주의 어디에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http://www.fingerlakes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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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Finger Lakes Museum이 2011년 지역 위원회의 우선적 프로젝트로 대두된 
점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위원회와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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