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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28일 

CUOMO 주지사, MOHAWK VALLEY에서 주 전체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진척도 시찰 계속 
 

주지사, Mohawk Valley 지역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시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Utica와 Rome에서 주 전체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진도 
시찰을 계속하면서 이 지역에서 Mohawk Valley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경제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지사의 REDC 진행 상황에 대한 일곱 번째 방문으로서 작년의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찰에 이어 Mohawk Valley REDC는 작년의 전략 계획 및 프로젝트에서 올린 성과에 대한 
요약과 내년을 위해 승인된 SUNYIT의 전략적 구현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작년에 뉴욕주는 각 지역의 요구와 자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Mohawk 
Valley 지역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킨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Duffy 부주지사의 지도 하에 MVREDC는 5개년 계획이 Mohawk Valley에 확실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 윤택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Gilroy, Kernan & Gilroy, Inc.의 사장 겸 MVREDC의 공동 회장인 Lawrence T. Gilroy씨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해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에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 자원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대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 마을, 도시, 고향을 부활시켜줄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SUNYIT 학장 겸 MVREDC 공동 회장인 Bjong Wolf Yeigh씨는 “지역위원회는 작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Mohawk Valley의 지역 경제를 키운 성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경제개발에 대한 비전은 새로운 사업체를 유치하고 기존 산업을 성장시키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도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MVREDC는 강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여 뉴욕주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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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을 계속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시찰한 MVREDC 프로젝트 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Griffiss Institute 
Griffss Institute는 Mohawk Valley에서 새로운 사업체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국가 보안 및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비즈니스/시설 양도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서 $397,500를 수령했습니다. 공동 R&D와 시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주 및 전국 사업체들이 Rome의 주요 IT 인터넷 센터와 제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연구 능력, New York State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NYSERNET), 액세스 및 기술 프로그램 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Griffiss Utilities Services Corporation BioEnergy 발전소 
Griffiss Utilities Services Corporation(GUSC)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연료로 사용하여 Rome의 Griffiss 
Business and Technology Park 주민을 위해 온도 및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15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 기술 단지의 70개 업체를 지원하며 6,000명의 직원과 약 
3억 달러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Griffiss에서의 군대 및 연방 고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약 2,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Marcy NanoCenter 인프라 업그레이드 
Mohawk Valley Economic Development Growth Enterprises Corporation(MVEDGE)은 Marcy Interceptor 
Sewer Upgrade 및 Marcy NanoCenter Loop Roa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회에 걸쳐 5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뉴욕주 Mohawk Valley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Marcy Nanocenter는 420에이커 
면적으로서 Utica의 SUNY IT 캠퍼스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주 Tech Valley에 있는 최대 
규모의 미개발 부지입니다. Marcy Interceptor Sewer Upgrade 프로젝트는 SUNY IT 캠퍼스에 건설할 
NanoCenter 부지 및 Computer Chip Commercialization Center(Quad C)의 미래 주민을 위해 충분한 
오수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Marcy NanoCenter Loop Road는 8,800 피트의 견고한 2개 차선 
산업용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Marcy NanoCenter 현장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 배수 처리시설,  배선 배관구, 조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SUNY IT의 Marcy Technology Complex(쿼드-C) 
FSMC(Fort Schuyler Management Corporation)에게 1500만 달러를 수령했는데 깨끗한 방, 사무실, 
검사실을 SUNYIT를 대신하여 FSMC가 소유 및 운영하는 165,000 평방 피트 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투자금 35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알바니의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에서 개발하고 있는 “SOC(system-on-a-chip)” 장치의 조립 및 통합을 위한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Quad-C는 전세계 컴퓨터 칩 장비, 자재, 화학물질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와 
협력하여 통합 및 상용화된 SOC 장치 및 제품을 원하는 하이테크 파트너를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Quad-C 프로젝트는 3년 동안 300개의 기술 제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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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 글로벌 컴퓨터 칩 장비, 자재 및 화학물질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를 유인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프리젠테이션을 검토하였습니다: 
 
Milford CORE 
Mildford 학군은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적 및 가상적인 성인 교육 과정과 경력 개발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Career Opportunities in Rural Education(CORE) 운동을 지원받기 위해 
$125,000를 수령했습니다. 지역 사업체, 고등교육 기관, 시민 단체, 지역사회는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뉴욕주 시골의 경제 및 직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학군, BOCES, 커뮤니티 
칼리지, 기타 기관이 기본적인 취업 준비 기술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mbassy Millworks  
ProZone Lockers 제조업체인 Embassy Millworks는 목공 작업 확장을 지원 받기 위해 13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문가, 대학생, 고등학교 팀이 사용하는 맞춤화된 라커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2개 일자리를 보유하고 6명의 새로운 정규직 직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mbassy Millworks는 대규모 홈 센터를 통해 새로운 라커를 판매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Oneonta 영세업자 지원 프로그램(OMA) 
Oneonta는 OMA(Oneonta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를 발전을 위해 2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이 5명 이하인 신규 및 기존 사업체의 사업 개시 비용, 재고 확장, 
광고 및 기타 사업 경비의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중간 이하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비즈니스 구역에 현재 위치하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부합하거나 초과하며 적절한 업무 성과를 유지하는 신규 및 기존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2012년 7월부터 7개의 신규 사업체를 포함하여 14개 프로젝트가 총 $190,000에 달하는 지원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Cuomo 지사께서는 우리 주의 새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역협의회들을 창설하셨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Mohawk Valley 및 주 
전체의 지역협의회들이 이룩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을 위해 그 성공 
위에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공개 토론하기 위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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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wk Valley 및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우리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 일자리와 
경제 활동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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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의 제 1차 라운드에서 Mohawk Valley 지역에는 통합기금신청(CFA) 절차를 
통해 5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주 자원에서 6020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98%가 주 자금 조달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 2011 CFA를 통해 Mohawk Valley 
지역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1,800개의 영구적 비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추가 민간부문 및 기타 투자로 3억 4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크게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의 진도 보고서 및 2012년도의 승인된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finger-lakes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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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