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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서부 지역 경제 발전위원회의 공동 의장 역할에 JEFF BELT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Olean의 SolEpoxy Inc. 대표인 Jeff Belt를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새로운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elt는 2011 년부터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봉사해왔습니다. 그는 제조 업체 및 Cattaraugus 카운티를 대표하고 있으며, 창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지역 협의회 활동 중 스마트 성장과 Global-NY 워크
그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서 놀라운 변화의 양을 목격하였고,
오늘 저는 Jeff Belt를 공동 의장으로 임명하고 환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Belt씨는 이미 성공적인 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저는 그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 모멘텀을 볼 것으로 확신합니다.”
Jeff Belt은 “저는 이 임명에 감사 드리고 뉴욕 서부 경제 개발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한 Cuomo
주지사의 믿음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회는 이 협력적인 지역 사회 중심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Tripathi 대표와 전체 위원회와 함께 이
좋은 일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lt는 Buffalo 대학의 대표인 위원회 공동 의장 Satish K. Tripathi와 함께 지역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주지사에 의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대표이자, CEO 및 위원으로
지명된 Howard Zemsky를 대신합니다.
주지사에 의해 임명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구성원의 기존 후보자 명부의 일원으로서,
Belt는 가장 활동적인 회원들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시, 마을과 마을 센터,
수변 및 브라운 필드 내 투자에 집중하는 의회의 스마트 성장 의제를 도왔습니다. 그는 주지사의
전략 평가 팀, 연간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수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지역의 발전을
제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조직하고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관심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North Union Street
Walkable Olean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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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t는 폐쇄 예정이었던 하이테크 제조 사업을 구출하기 위한 수집 팀을 이끈 2010년 이후
SolEpoxy의 대표 이자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Team SolEpoxy는 Hysol의 전통을 복원합니다. Hysol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실리콘 칩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발명한 Olean의 회사였습니다.
Belt는 R&D 투자를 두 배로 증가시켰고 전세계로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SolEpoxy 이전에, Belt는
Buffalo 지역의 기술 기업에서 창업 및 중소 기업 경영 분야에서 12년을 일하였고, 그 후 15년 간은
제너럴 모터스(GM)에서 엔지니어링, 제조 및 기업 전략 역할로 역임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비즈니스 전략이며, 그의 방법은 성공적인 역할 모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사장, CEO 겸 위원 후보 Howard Zemsky는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Jeff는 제가 그의 지식과 전문 지식에 닿을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제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표 Triphathi와 함께 일하면서, Jeff는
위원회의 전략을 구현하고 우리 지역의 성공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공동 의장인 Satish K. Tripathi는 “저는 Jeff Belt가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Jeff는 훌륭한 위원회 회원이었고 이
역할에 역동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왔고, 스마트한 성장에 날카로운 집중과 Cattaraugus,
Chautauqua, Allegany 카운티에서의 특별한 요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부문의 자원과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협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lt는 코넬 대학에서 기계 공학 과학의 학사, 스위스 로잔 IMD 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활기찬 회원이며 Greater Olean 상공 회의소 이사, Upper Allegany Health System,
Olean General Hospital, Bradford Memorial Hospital 이사회, North Union 거리 복원 운영 위원회,
Olean Brownfield 기회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Buffalo Olmsted 공원
음악원에 대한 관리 위원, Buffalo의 New Millennium Group의 이사회 멤버 및 대표, 북경의 미국
상공회의소의 부사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뉴욕 서부 지역의 2011년 전략 계획인 “번영을 위한 전략”은 스마트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적인
조력에 집중하고 인력을 준비하고 기업가 문화를 육성하고 선진 제조업, 농업, 국가간 물류 에너지,
건강 및 생명 과학, 고등 교육, 전문 서비스 및 관광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 부문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위원회 이니셔티브의 첫 4회에서, 뉴욕 서부 지역은 다섯 개 카운티에 걸쳐 306 프로젝트에
대한 2억 7,350만 달러의 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작년에,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도
추천하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은 1억 8,100만 달러를 민간 부문 투자를 이끌고 5,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24개의 다른 회사를 위한 Excelsior 수상에 2,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Buffalo Billion을 통해 서부 뉴욕에 만들어지는 커다란 진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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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 관하여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Andrew M. Cuomo 지사의
혁신적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들은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REDC 과정의
제3차 활동이 완료된 후 30억 달러 이상이 3,1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춘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뉴욕주 전역에서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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