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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의 성공 

발표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지역 선출 공무원, 기업 리더들이 미드 허드슨 밸리의 경제 성장 

전략 공유 

 

지방 자치 정부와 비영리 단체의 주 정부 보조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톱숍 공개 자료에 

관한 핸드북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y.gov/growth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제 5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콘퍼런스에는 330명 이상의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지역선출 공무원, 기업 리더들이 미드 허드슨 밸리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돕기 위해 지역 정부와 비영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주 전역에 걸친 노력의 일환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포키프시의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하면서 

100개 이상의 혁신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웹 링크를 제공하는 주 

정부 보조금에 관한 원스톱숍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북에 중점을 두며 

소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부터 

뉴욕주 다운타운들의 재탄생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미드 허드슨 

밸리와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 환경을 이롭게 하는 현명한 경제 성장 전략을 개발해서 

지역 전체를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려는 도전과 업무를 전문가인 이해관계자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함께 해결하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지속가능한 원칙과 

전략적 투자가 지역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해왔으며, 이것은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지역에 사례화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비전 

덕분에, 우리는 일자리의 창출과 보호, 새로운 산업의 성장 시작, 농촌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콘퍼런스들은 

그 성공을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http://www.ny.gov/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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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는 당시에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이던 

Andrew Cuomo 주지사의 1999년 콘퍼런스, “Bridging the Divide: Making Regions Work 

for Everyone: Shaping the Federal Agenda”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콘퍼런스에서는 

지역주의, 현명한 성장 및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그에 뒤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각 조직이 노력한 집단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 정부기관, 지방 정부, 지역사회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 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를 통해서 그 성공을 보여준, 이러한 

상향식 접근방식의 우수한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미드 허드슨 밸리에 4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여 지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래로, 미드 허드슨 지역은 

69,7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9.6퍼센트의 증가로, 2016년 7월 

현재, 민간 부문 일자리의 총계는 796,800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2010년 8월의 7.7퍼센트에서 올해 같은 시기 동안 4.4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 중, 발표자와 패널은 토의 시간을 이용하여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어떻게 뉴욕주가 계속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지역사회 설립을 위해 파트너로서 봉사하고, 또 상향식 경제 개발 노력을 활성화할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명의 지속가능 개발 전문가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Catherine Tumber, Small, Gritty and Green의 저자: 탄소 오염이 없는 세상에 

대한 미국 구 산업 도시들의 약속 

 

 Melissa Everett 지속가능한 허드슨 밸리 전무 이사 

 
 

참석자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 기획자, 경제 개발 전문가, 주택 변호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콘퍼런스는 초강력 태풍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롱아일랜드를 더 

멋지고 강하게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투자 대책 뿐만 아니라 Cuomo 주지사의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에 대한 공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700 에이커 이상의 소중한 농지를 농부들이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지역의 5개 프로젝트에 240만 달러가 뉴욕주 농지 보호 시행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었다고 Hochul 부지사가 이 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이 미드 허드슨 밸리의 도시, 타운, 마을의 가로등을 잠재적으로 전기 비용을 

최대 65퍼센트까지 절약하는 LED로 전환하기 위해서 79만 달러를 지원하다고 

부지사가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지난 6년 이상 개시되었거나 개혁된 다른 지속가능성 및 

개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지역 지속가능성 계획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유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한 토지 은행법(Land Bank Act) 

 

 좀비 부동산 근절을 위한 입법 

 

 통합 도로(Complete Streets) 디자인 계획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허드슨 밸리 농지 보존 및 서던 티어 농업 개선 프로그램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브라운필드 재개발 개혁 

 

 역사적 문화재 보존 세금 공제 

 

 Climate Smart 지역사회 보조금 

 

 지역사회 위험 및 복구에 관한 법(Community Risk and Resiliency Act) 

 
 

Catherine Tumber, Small, Gritty and Green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속가능성, 현명한 성장, 경제 발전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은 이 나라에서 

최고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미드 허드슨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주민의 마음으로, 저는 이 비전 프로그램들이 업스테이트를 

번영하는 저탄소 미래의 중심으로 올려놓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Melissa Everett 지속가능한 허드슨 밸리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경제 활력의 아주 많은 부분이 트레일 시스템, 예술 및 혁신 지구, 식품 허브, 청정 에너지 

설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교육 기관 등과 같은 경제 기회 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회와 상호작용한 창조적 인구의 방식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성분들이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동안 

이 모든 성분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콘퍼런스는 이 상호 보완 목표에 대하여 토론하고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포럼을 

제공합니다.” 

 



Mike Hein, 얼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곱 카운티 지역은 

지난 육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목격해왔습니다. 주지사님의 공약과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집중한 덕분에, 미드 허드슨 영역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앞으로 수 년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제안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인재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를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arc Molinaro 더치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드 허드슨 지속 

가능성 콘퍼런스는 강력한 지역사회가 지역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활기넘치는 기업 환경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의 제휴관계 및 일자리 

창출까지, 우리의 지역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지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며, 오늘과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욱 큰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leen Rohr, 하이드 파크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이드 파크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구현하는 지역 및 뉴욕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지사님은 더욱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지역사회들을 이끌기 위한 

혁신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전략들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왔습니다.”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소장인 Tim Ry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CIA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의 핵심에 있으며, 우리 지역 전체에 

이러한 원칙들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협력 

거버넌스의 지역 콘퍼런스를 우리가 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런 인상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연결시킴으로써, 오늘의 콘퍼런스로 우리는 좀 더 밝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를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관계와 계획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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