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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지 선정 및 시설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무역 간행물 

Area Development가 RiverBend의 SolarCity 개발 프로젝트를 2014년 올해의 뉴욕주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행물은 2014년 시작된 전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뉴욕주에 Annual Shovel Awards를 수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olarCity에 대한 수상은 RiverBend에서 뉴욕주의 투자가 얼마나 

유익한 성과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다 역동적인 청정 

에너지 분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Buffalo Billion 전략의 핵심 부분인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누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rea Development 에 따르면 Annual Shovel Awards는 혁신 정책, 인프라 개선, 확장 

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자 및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상당한 고용 창출을 이끈 

뉴욕주 경제 개발 당국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이자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국장인 Howard Zemsky는 “Area Development로부터 이 같이 놀라운 

프로젝트와 수상 경력을 토대로 탄력을 받아 성장한다는 것은 이 수상 소식이 발표된 그 

순간부터 유지되었던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품질을 국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몇 년 동안 

Buffalo와 Western New York의 개발 풍경이 이렇게 밝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 덕분에 이 프로젝트와 다른 많은 사업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orean 

SolarCity의 CEO인 Lyndon Rive는 “Buffalo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 SUNY Polytechnic Institute 등 지역 대학과의 강력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숙련된 인력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제조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UNY Polytechnic Institute 원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이 권위적인 

간행물로부터 Andrew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RiverBend 개발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주지사와 관계자들의 전략적 계획과 시행이 있었고 Western New 

York에 전례 없는 일자리 창출의 붐이 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휘 아래, RiverBend는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것입니다. SolarCity, 

IBM 및 AMRI가 적극적으로 Buffalo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주지사의 투자는 Western 

New York이 장기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국내 50개 주는 각각 Area Development 로부터 10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려 대상은 2014년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에 국한되었습니다. Shovel Awards는 인당 급여가 높은 일자리의 수, 

투자 금액, 신축 시설의 수, 산업 다양성을 토대로 가중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게 

돌아갑니다.  
 

올해 Silver Shovels는 5개의 인구별로 16개의 다른 주(California, Florida, 뉴욕 및 

Pennsylvania(1,200만 명), Michigan, North Carolina, Ohio(8 이상 ~ 1,200만 명), 

Arizona, Indiana, Wisconsin (5 이상 ~ 800만 명), Alabama, Kentucky, Louisiana(3 이상 

~ 500만 명), Kansas, Mississippi 및 Utah(300만 명 이하)에서 수상하고 각 인구 그룹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는 2014년 올해의 프로젝트라는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2015년 Shovel Award 수상자에 대한 보고서는 Area Development 2015년 2분기 

간행물에 게시되며 해당 웹사이트(www.areadevelopment.com/shovels)를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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