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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HARRIMAN CAMPUS에에에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SUNY 신진신진신진신진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 

단지를단지를단지를단지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University at Albany Complex에에에에 동급동급동급동급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가가가가 들어서다들어서다들어서다들어서다  

 

단지단지단지단지 렌더링은렌더링은렌더링은렌더링은 여기여기여기여기와와와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University at Albany가 새로운 신진 기술 및 

기업가정신 단지를 짓기 위해 Harriman Campus 남서쪽 12에이커를 재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236,000 평방피트의 단일건물 단지는 NYSUNY 202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공 중이며,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 및 New York State Mesonet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첨단 연구와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결합하여 기업들에게 아이디어와 신기술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지는 뉴욕을 기술 혁신의 첨단을 걷게 해줄 것이고, 점차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극한기후와 테러리즘과 같이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산학 부문이 함께 연대를 하면서 비상 대비 활동에 

중요한 업계들이 바로 이곳 뉴욕에서 성장하여 번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1억8,4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책정된 주 자본금 9,200만 달러와 이전에 

책정된 캠퍼스 자금 9,200만 달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1,600개의 건설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면, 교수진, 연구원, 업계 

파트너 및 학생들을 포함해 매일 약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구, 교육 및 비즈니스 

개발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단지 계획이 진행 중이며, 2017년에 건설 착공에 이어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OGS(Office of General Services) RoAnn Destito 장관은장관은장관은장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TEC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발전을 위해 지지하는 협력 프로젝트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와 

뉴욕주경찰청 인근 Harriman의 ETEC 내에 새로운 칼리지가 들어서면 순수한 학문적 

환경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관계가 생성되고 연구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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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mergency,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 및 New York State 

Mesonet와 함께 신진 기술 및 기업가정신 단지에는 Office of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Services, 신규 특허와 라이선스 취득 속도를 높여줄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Office, START-UP NY을 지원하는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and Economic Partnerships, Albany의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가 들어설 것입니다. NYSTAR-지정 혁신 핫 스팟(Innovation Hot Spot)인 Innovate 

518도 단지에 자리하여 비즈니스 창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SUNY Chancellor Nancy L. Zimpher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안전, 보안 및 비상 

대비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천하는 데 Cuomo 주지사가 

보여준 SUNY 및 University at Albany에 대한 믿음은 정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첨단 

시설이 Capital District에 들어서기를 기대합니다." 

 

University of Albany President Robert J. Jones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UAlbany는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자연재해나 인재이든 뉴욕을 보다 안전하고 잘 

보호되고 위협 완화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University at Albany에 

보여준 신뢰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UAlbany와 다른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파트너가 제공할 전문지식이 그 어떤 주가 설계한 것보다 가장 정교한 국토방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주지사의 목표를 위해 우리의 협업 능력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는 데이터 

분석, 위기 관리를 위한 최우수 관행을 통해 테러리즘, 질병, 날씨에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대학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 대학은 정부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률, 

안보, 공공국제정책, 반테러정책, 긴급사태 관리, 사이버보안 및 법의학에 대한 학술적 

전문적인 면에서 높은 학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의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의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의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의 John Melville 장관은장관은장관은장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Harriman 

Campus에 ETEC을 설립하게 되면 학생들은 긴급사태 관리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못한 종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토안보 전문가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이 분야의 

경험을 갖게 될 대학졸업자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Emerging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Complex는 셔틀버스와 보행로를 통해 

University at Albany 캠퍼스와 연결되며 다수의 많은 공간이 들어설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실, 학과 사무실, 강의실 및 강의실 랩, 기상관측소 및 컨퍼런스 시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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