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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SUNY)의의의의 나노과학공대가나노과학공대가나노과학공대가나노과학공대가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시티시티시티시티” 기술기술기술기술 허브를허브를허브를허브를 마련하기마련하기마련하기마련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랜드마크인랜드마크인랜드마크인랜드마크인 KIERNAN PLAZA를를를를 인수한다고인수한다고인수한다고인수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3,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이이이이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도심활성화가도심활성화가도심활성화가도심활성화가 진행되고진행되고진행되고진행되고 250개의개의개의개의 첨단첨단첨단첨단 산업산업산업산업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창출창출창출 및및및및 

유지되고유지되고유지되고유지되고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인력인력인력인력 교육이교육이교육이교육이 더욱더욱더욱더욱 활성화될활성화될활성화될활성화될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 나노과학공대(CNSE)가 Albany 다운타운에 있는 랜드마크 

Kiernan Plaza를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비어있는 건물이 “스마트 시티” 

기술회사, 연구, 교육 및 인력 교육을 위한 허브로 새로 태어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수도권지역경제개발위원회(CREDC)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지정된 3,000 달러 규모의 CNSE-주도 사업은 뉴욕을 이 떠오르는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써 

자리매김하게 해줄 것입니다. 

 

“Kiernan Plaza가 스마트 시티 기술 혁신 센터(Smart Cities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로 변모하게 

되면 획기적인 연구, 교육, 떠오르는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한 인력 교육을 가능하게 해줄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위 지역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CN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역사적인 건물이 

뜻있는 곳에 재사용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주를 첨단 산업의 리더로서 우뚝 서게 

하고 수 백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Albany 도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어떻게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주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를 재활성화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CNSE 수석부사장이자 CEO인 Alain Kaloyer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척 사업은 Albany 

다운타운 중심부의 경제 활력을 촉진시키는 데 빠르게 증가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운타운 재활성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혁신 주도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자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Kiernan Plaza의 변신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 지역과 뉴욕주는 신흥 기술의 성능시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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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게 되었고,  이 상징적인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우리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한 

나노기술 교육, 훈련 및 직무경력의 멋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CNSE는 Kiernan Plaza 매입 및 가설장치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 시티 기술 일자리와 기업들을 

Albany 다운타운에 유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4백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CNSE의 스마트 시티 기술 혁신(SCiTI)은 민간 부문 지원으로 2,600만 

달러를 추가로 생성시키기 위해 CREDC 기금을 활용하여 Albany 다운타운에 250개의 첨단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SCiTI 센터는 Albany 시를 혁신적인 연구, 

교육, 인력 교육 기술을 위한 21세기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 촉매제이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에는 스마트 기기, 센서, 컴퓨터 칩, 통합 시스템이 포함되고, 고속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다리, 데이터 센터, 유틸리티 

설치, 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안전 시설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고 교육 환경에서 e-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SCiTI 센터를 진두지휘하게 될 CNSE는 처음에는 CHA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예정입니다. 이 기관은 

CN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 시스템, 청정에너지 및 제조에 있어서 업계 주도 공학 능력을 

바탕으로 활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 본사와 리더십 팀을 Kiernan Plaza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CNSE는 수도권 지역의 Trinity Alliance  및 광역 수도권 지역의 Girls Inc와 협업 관계를 

맺어 공동 나노기술 교육과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통적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분야 종사자가 적인 도시 및 커뮤니티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CNSE가 부동산 투자회사인 First State Investors 5200 LLC로부터 이 건물을 3백만 달러에 인수하게 

되면 리노베이션을 통해 즉시 많은 세입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때 Albany 시의 

열차운송용 Union Station이 들어섰던 Albany의 575 Broadway에 자리한 113년 전통의 이 건물은 

2009년 이후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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