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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전체전체전체전체 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 진도진도진도진도 시찰시찰시찰시찰 시작시작시작시작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진행진행진행진행 상황을상황을상황을상황을 확인하기확인하기확인하기확인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현장현장현장현장 시찰시찰시찰시찰 실시실시실시실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Buffalo에서 뉴욕주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DC) 진도 시찰을 

Syracuse에서 시작하여 이 지역에서 뉴욕주 서부 프로젝트의 진도와 경제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찰을 했습니다. 이번 주지사의 REDC 진도 시찰은 첫 번째이며 이 위원회가 REDC 진도 제 3차 

라운드에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주지사와 국장 및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주 

평가팀에게 각 지역의 우선 프로젝트와 전략적 계획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대한 뉴욕주의 하향식 투자 방법을 바꾸어 지역 

사업체, 학계, 지역사회 리더들이 각 지역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 전에 각 위원회가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자산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미 뉴욕 전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찰로 주 평가팀은 진행 상황과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생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시찰에는 다음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포함되었습니다. 

 

• Historically Aligned Public Canal System 

• Aud Block의 ECHDC 설계 프로젝트 - Liberty Hound Restaurant, Children’s Museum, Temporary Beer 

Garden 포함 

• One Canalside 

• East Canal 

• HARBORcenter 

• Michigan Street 통로 - Fairmont Building 및 Seneca Buffalo Creek Casino 포함 

• Cobblestone 구역 - Helium Comedy Club, Elements Bar and Grille, Buffalo iron Works, Lagerhouse 95 

포함 

• Ohio Street Parkway 

• 441 Ohio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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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rick Paladino Memorial Boathouse 

• Private Development on Kelly Island 

• Silo City Rocks 

• Freezer Queen 

• Port Terminal A & B 

 

지역 위원회 운동의 처음 제 2차 라운드에서 뉴욕주 서부 지역은 지역의 156개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300만 달러를 주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자금 수령으로 이 프로젝트 중에서 92%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며 신규 및 기존 일자리를 포함하여 8,650개의 일자리가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은 우리의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University at Buffalo 학장 겸 지역위원회 공동회장인 Satish K. Tripathi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뉴욕주 서부의 긍정적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씨는 “뉴욕주의 140여 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주지사의 지역위원회 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고유한 자산과 도전과제를 

포함하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를 가장 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찰 후 뉴욕주 서부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뉴욕주 국장 및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팀에게 지난 

해의 전략 계획 실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후원 프로젝트를 구현하며 제 3차 라운드를 

위해 홍보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진행 상황 

보고서 및 2013년도 후원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central-new-yo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 대회 상은 전략 구현 성과와 전략적 계획의 발전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 차원의 진도 시찰을 하기 전에 각 위원회는 2013년 9월 24일에 위원회의 5개년 전략적 계획 구현 

성과에 대해 상세 설명한 2개년 진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지역위원회 운동의 처음 제 2차 라운드에는 약 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존한다는 각 지역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1,400여 개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1차 및 제 2차 라운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2013년에는 

주 자원에서 7억 6000만 달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차 라운드를 위한 예산은 지역별 전략 

계획을 실행하고 우선순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2억 2000만 달러(1억 5000만 

달러는 자본으로, 7000만 달러는 세금 환급으로) 및 지역에 중요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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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합 자금 위원회(CFA)를 통한 주기관 프로그램의 최대 5억 40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운영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역 위원회와 통합 자금 지원회(CFA)를 창설했습니다. 이 지역 위원회는 경제 성장츨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경제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을 하향식에서 개별 지역이 지역의 솔루션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투자 및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성과 중심적 모델로 

바꾸었습니다.   

 

각 지역별 협의회 및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regionalcouncils.ny.gov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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