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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중부 뉴욕주 지역에서 전 주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진도 시찰 시작 
 

중부 뉴욕주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진도를 보기 위해 현장을 시찰하는 주지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 주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진도 시찰을 Syracuse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서 중부 뉴욕주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진도와 경제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REDC 진도 시찰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입니다. 시찰 투어는 작년의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한 검열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찰에 이어 중부 NY REDC는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그들이 작년의 전략 계획 및 
프로젝트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을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에서도 진보하였음을 설명하는 정식 
프리젠테이션을 전략 실행 평가팀에 하였습니다. 
 
“뉴욕주는 경제 개발에서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방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전체를 생각하는 이 새 방식의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Syracuse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협의회는 자기 지역에 가장 잘 맞는 계획을 개발하였는데, 그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동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부 NY REDC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라고 시라큐스대학교의 총장 겸 지역협의회의 공동의장인 
Nancy Cantor와 CenterState CEO의 사장이자 공동의장인 Robert Simpson이 말했습니다. “이제 
Cuomo 지사, Duffy 부지사의 리더십과 우리 협의회 회원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주요 산업을 
강화하고,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대하며, 우리의 도시의 핵심들을 재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성장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CNY Biotech Accelerator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와 SUNY ESF에게는 다음 5년에 걸쳐 수 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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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가진 첨단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195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지역협의회 교부금은 액셀러레이터에 있는 랩 공간의 준공 및 장비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Loguen’s Crossing 
COR Development에게는 수 백개의 임시 건설 일자리와 일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신규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Loguen’s Crossing을 개발하기 위해 36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CNY Biotechnology Accelerator 인근에 있는 구 Kennedy Square 주택단지를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를 위한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Syracuse 다운타운에 새 주택, 소매 및 
상업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혼용 개발로 전환할 것입니다. 
 
Syracuse Center of Excellence – 뉴욕 에너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  
Syracuse Center of Excellence(CoE)에는 뉴욕 에너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NYE-RIC)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약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30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NYE-RIC는 뉴욕주의 
건물 에너지 소비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에는 그 시설을 확장하고 400개의 장기 건설 일자리와 150개의 
신규 영구적 보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5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자동, 내외과 집중치료시설, 수술실이 딸린 첨단 외과 부속 시설 및 북측 업소들로 가는 중앙 
무균 그린웨이 회랑의 건설을 포함하여 20만 평방피트의 시설이 확장될 것입니다. 
 
Syracuse Inner Harbor 
Syracuse시에는 개발 단계에서 수 천개의 건설 일자리와 일단 완료되면 수 백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내항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한 성장 원칙 및 일반 대중의 지속적인 물 접근과 일치하는 고밀도 혼용 개발을 
포함합니다. 
 
Merchants Commons 
Merchants Commons에는 Syracuse 다운타운의 기존 빈 오피스 빌딩 2개를 개조하고 적어도 
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9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erchants Bank 
Building과 Snow Buildings를 시장 시세의 아파트 및 상업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uomo 지사께서는 우리 주의 새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역협의회들을 창설하셨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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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중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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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우리의 지역 경제를 띄우기 위한 새 일자리와 경제 
활동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의 제 1차 라운드에서 중부 뉴욕 지역에는 통합기금신청(CFA) 절차를 통해 
74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주 자원으로 1억 37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프로젝트 중 68개가 주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포함하여 첫 번째 수행 이정표를 충족하였으며 활성 
프로젝트의 90%가 2014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핵심 업종에서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들의 물리적 캐릭터를 개선하고 협의회의 
전략 계획을 추진하는 신규 공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중부 NY REDC가 후원하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약 2,000개의 일자리와 16,0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민간 투자에서 2억 달러 이상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크게 진흥할 
것입니다. 협의회의 진도 보고서 및 2012년도 후원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central-new-york. 
 
각 지역별 협의회 및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www.regionalcouncil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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