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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5일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에서 주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 발전 협의회 진척도 시찰 투어 중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의 선결 프로젝트 진척도를 시찰하십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에서 주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 발전 협의회 (REDC) 
진척도 시찰 투어를 하시면서 롱아일랜드 선결 프로젝트의 진척도와 이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내 
미친 경제적 영향을 직접 시찰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해 전략적 경제 발전 계획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검토의 일환인 주지사의 REDC 
진척도 시작 투어의 두 번째 방문지입니다.  
 
이 투어에 따라 롱아일랜드 REDC는 지난 해 전략 계획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룬 성과의 개요 
및 D’Addario and Company의 전략 이행 평가팀에 승인된 내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공식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주는 더 이상 한 가지 방안으로 경제 개발의 모든 상황에 접근하지 않고, 이제 주 전역에 걸쳐 
고려하는 이 새로운 방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 협의회는 그 지역에 가장 잘 맞고, 그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해 롱아일랜드 지역 협의회는 저희 지역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전략을 세워 산업의 번영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라고 지역 협의회 공동 의장인, 
Hofstra University 총장 Stuart Rabinowitz와 롱아일랜드 협회 회장 Kevin Law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Cuomo 주지사와 Duffy 부지사의 지도력 및 저희 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계획의 
구상부터 구성까지 하여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합의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방문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old Spring Harbor Lab – Woodbury 캠퍼스는 연구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치료 연구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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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키고자 첨단 치료 시설의 건축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기존의 연구실 인원 1,200명을 증원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직 직원을 포함한 3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민간 부문의 2,1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OSI Pharmaceuticals/Astellas  
SUNY Farmingdale의 Broad Hollow BioScience 공원 주력 입주업체인 OSI Pharmaceuticals/Astellas는 
롱아일랜드에 첨단 연구 시설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180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추가 바이오 인큐베이터 관련 장소의 확장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로 113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24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2,4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D’Addario and Company 
악기 및 부속품 관련 롱아일랜드의 4세대 제조사인 D’Addario and Company는 롱아일랜드의 가족 
사업자 중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90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D’Addario의 총 직원 수는 800명을 초과하고, 새 기기 및 시설 구매를 위한 
9백만 달러의 민간 자본 투자로 대규모 내부 작업 공정을 더 확대하여 해외 기업에서의 수입에 
반해 더 잘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저희 주의 새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역 협의회를 창설하셨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협의회가 
롱아일랜드와 주 전역에 걸쳐 행하고 있는 엄청난 발전 및 내년에 그 성공을 기반으로 취할 조치를 
공개 토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역 협의회 이니셔티브는 뉴욕주를 사업 성장이 좌절된 주에서 새 사업 및 민간 
부분의 일자리 개발의 촉진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개발국)의 사장이자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첫 해에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롱아일랜드와 주 전역에 걸쳐 새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구체화되고 큰 이득을 안겨다 
주기 시작해 저희 지역 경제가 부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역 협의회 이니셔티브의 첫 라운드에서 롱아일랜드는 62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된 
재정 지원서 (CFA)를 통해 주 정부 재원에서 1억 160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며, 주 정부와의 계약 시행을 포함한 중요한 최초 실행 단계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협의회의 전략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롱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 공학 및 
연구 설비에의 투자와 천연 자산 및 스마트 성장 기술 내 투자를 포함한 핵심 산업 내 일자리를 
증가 및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롱아일랜드 REDC에 의해 승인되어 2011년 CFA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선결 
프로젝트는 6,000개 이상의 비건축 관련 정규직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현저히 부흥시키고, 
8,100만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개인 부문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Korean 

협의회의 진척도 보고서 및 2012년에 승인된 선결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central-new-york.  
 
각 지역 협의회 및 각 협의회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regionalcouncils.ny.gov 

 
###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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