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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27일  

CUOMO 주지사, FINGER LAKES에서 전주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진척도 시찰 계속 
 

주지사, Finger Lakes 지역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시찰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Rochester에서 전주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진도 시찰을 
계속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서 Finger Lakes 프로젝트의 진도와 경제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REDC 진도 시찰 투어의 여섯 번째 방문지입니다. 시찰 투어는 작년의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한 검열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찰에 이어 Finger Lakes REDC는 Monroe County Community College에서 그들이 작년의 
전략 계획 및 프로젝트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을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에서도 진보하였음을 
설명하는 정식 프리젠테이션을 전략 실행 평가팀에 하였습니다. 
 
“경제 개발에서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방식 대신에 뉴욕주는 자체의 지역 경제에 적합한 계획을 
설계할 권한을 개별 지역에 부여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Finger Lakes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협의회는 자기 지역에 가장 잘 맞는 계획을 실시하였는데, 그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지도력 덕분에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공유 비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라고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이자 Rochester 대학교 총장인 Joel Seligman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현재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을 달성하고 있음을 주지사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Cuomo 지사는 우리가 Finger Lakes 지역을 다변화된 지식 기반 경제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라고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이자 Wegmans Food Markets 
CEO인 Danny Wegman은 말했습니다. “작년에 Finger Lakes REDC는 협동과 혁신 가속화를 장려하는 
초점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Cuomo 지사의 비전 덕분에 경제 성장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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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시찰한 FLREDC 프로젝트 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Rochester항 
Rochester시는 Rochester항에 1,990만 달러짜리 5 에이커의 공용 계류장 및 관련 인프라의 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943,545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00개의 건설 일자리, 300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준공되면 민간 부문 투자에 8000만~1억 3300만 달러를 활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요소에는 공공 통행권 재조정, 신규 유틸리티 설치 및 기존 유틸리티 이전, Genesee River 
벽 부분의 재건 및 도크와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가 포함됩니다. 
 
Eastman Business Park 
Eastman Business Park는 Finger Lakes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 개발 부지 중 하나입니다. 원래 
Kodak의 R&D, 제조 및 물류 부문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이 단지는 1,200 에이커의 면적에 100여 
건물을 수용하며 250만 평방피트 이상의 가용 사무실, 제조, 실험실, 청정실 및 창고 공간과 개발에 
적합한 100 에이커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3,000여 명의 Kodak 직원 이외에 35개 기업 
세입자의 직원 3,500명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EBP와 그의 유지 
및 확장을 협의회의 최고 지역 우선순위로 반복적으로 투표하였습니다.  
 
Midtown Tower 
Rochester시는 Midtown Tower를 상업/소매업, 오피스 및 주거 공간의 초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종전의 몰 부분 위에 앉아 있는 17층짜리 석조 및 철강 프레임인 Midtown 
Tower의 첫 2개 층을 개조 및 재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개의 건설 일자리, 86개의 신규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 투자에 약 5450만 달러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Tower는 이전의 
Midtown Plaza의 더 큰 재개발의 일부이며 세 번째 프로젝트인 1억 600만 달러짜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뒤따를 것입니다.  
 
PharmaSmart International 
Greater Rochester Enterprise(GRE)는 혁신적이고 기업가 중심적 경제 성장 프로그램인 GRE 지역 
경제 원예 프로그램을 위해 200,000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사용이 용이한 혈압 관리 및 약 
서비스를 개발하는 PharmaSmart International은 GRE 지역 경제 원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개의 
지역 2기 기업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PharmaSmart International도 인력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Excelsior 세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프리젠테이션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욕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컨소시움(NY-BEST) 
NY-BEST는 Rochester 소재 Eastman Business Park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제품 상용화 센터를 위해 
350만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위한 테스트, 검증, 프로토타입 제작 
및 파일럿 제조 능력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제품 상용화 및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빠진 핵심 
요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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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ch Rochester Business Accelerator 
High Tech Rochester는 9개 카운티 Finger Lakes 지역에 필요한 양육 시설을 제공하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상호연결된 허브 및 노드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인 Finger Lakes 비즈니스 액셀레이터 
협동조합의 창설을 위해 250만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Finger Lakes 박물관  
Finger Lakes 박물관은 교육, 연구 및 커뮤니티 캠퍼스의 개발, 전시 기반 박물관 설계의 추진 및 
제1기 개발 기간 동안의 운영 자본을 위해 228만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Rochester 대학교-IBM 컴퓨터혁신 보건과학센터 
UR-IBM HSCCI는 Rochester 대학교에 컴퓨터혁신 보건과학센터를 창설하기 위한 500만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Rochester 대학교와 IBM 사이의 제휴를 나타내며 Rochester 
대학교는 세계 최강의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I-390 
이 2011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NY Works 기금으로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을 
위한 최대의 인프라 우선순위로 식별된 Rochester시와 UR Medical Center 캠퍼스 바로 남쪽의 I-390 
회랑은 교통 병목을 완화하기 위해 재구성되어 향후 20년간 Rochester 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와 
주변의 상당한 일자리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정부 예산은 Kendrick Road에서 I-390의 새 
진출입 램프 추가로 시작될 첫 2단계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현장 공사는 201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지사께서는 우리 주의 새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역협의회들을 창설하셨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Finger Lakes 및 전역의 
지역협의회들이 이룩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을 위해 그 성공 위에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공개 토론하기 위한 짜릿한 기회입니다.” 
 
“Cuomo 지사의 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는 뉴욕주를 사업 성장의 좌절기로 알려진 주로부터 새 
사업 및 민간 부문 일자리 개발의 촉진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첫 해 동안에 우리는 Finger Lakes 및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우리의 지역 경제를 띄우기 위한 새 일자리와 
경제 활동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의 제1차 라운드에서 Finger Lakes 지역에는 통합기금신청(CFA) 절차를 통해 
93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주 자원으로 688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들의 94%가 주 기금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이 받은 자금의 결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 2011 CFA를 통해 Finger Lakes 지역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8,664개의 영구적 비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추가 민간부문 투자로 
3억 4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크게 진흥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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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진도 보고서 및 2012년도 후원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finger-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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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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