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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HA가가가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업기업기업기업 본사를본사를본사를본사를 ALBANY 도심에도심에도심에도심에 유치하고유치하고유치하고유치하고 SCITI CENTER의의의의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입주자가입주자가입주자가입주자가 되었음을되었음을되었음을되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Kiernan Plaza에에에에 이주하는이주하는이주하는이주하는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업체업체업체업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엔지니어링 업체인 CHA가 경영진 및 행정 책임자 30명을 

테크놀로지의 중심지인 Albany의 Kiernan Plaza로 이주시키고 SUNY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에 3000만 달러 규모의 Smart Cities Technology Innovation Center(SCiTI) 본사를 

유치시킨 최초의 업체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CiTI Center 건설은 주지사의 수도권 경제개발 

위원회(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CREDC)의 우선적 프로젝트이며 CHA를 

포함한 CNSE 파트너는 주요 업체들을 급성장하는 기술혁신의 중심지에 유치하기 위해 뉴욕주 

Albany 도심에서 총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수도권 경제개발 위원회는 Kiernan Plaza로 이주하는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인 

CHA와 함께 Albany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또 다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개발 위원회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접근방법을 하향식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개발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오늘 발표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J. Duffy 부주지사는 “몇 년 동안 공실 상태였지만 2013년 9월에 이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에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새로운 입주사로 이주한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CHA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주요 투자 및 성장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예는 Cuomo 주지사의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가 새로운 맞춤식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실천한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Kiernan Plaza에 새로운 입주사가 

들어 온 것을 환영하며 Smart Cities Hub로 Albany 도심에서 더 많은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합병된 SUNYIT/SUNY CNSE 기관의 사장 겸 CEO인 Dr. Alain Kaloyeros는 “역사적인 Kier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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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의 변화는 Andrew Cuomo의 확고한 비전을 입증하고 있으며 CHA와 같은 업체가 다른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고 뉴욕주의 급증하는 하이테크 에코시스템과 연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NSE는 CHA와 협력하여 취업 기회와 21세기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의 발전 및 

구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지사의 경제 개발 청사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HA의 CEO인 Ray Rudolph는 “오늘은 CHA가 SCiTI Center에 자리를 잡고 NanoCollege와 그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는 멋지고 기념적인 날입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Albany 도심에 이주하여 Albany 성공담의 일부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전역에서의 첨단 하이테크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고객들에게 

최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 9월에 CHA가 기업 본사와 30명의 경영진과 행정 책임자들을 Kiernan 

Plaza에 위치하는 CNSE의 SCiTI Center로 이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SE와의 이러한 협력으로 

다양화되고 완전한 서비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스마트 시스템, 청정 에너지, 제조 기반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강화할 독특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 수 년 동안 도심에서 기업들이 외부로 이주한 후 Albany 도심에 기업들이 다시 들어온 

최초의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신용조합인 SEFCU는 경영진과 직원 75명을 이 센터로 이주하여 

스마트 도시 업체를 위한 Smart Cities Banking 프로그램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CHA와 SEFCU의 

이주는 현재 장소에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CHA 이외에도 통신업체인 Windstream은 CNSE의 SCiTI Center에 위치할 새로운 지역 사무소에서 

25명의 기술자와 지원 담당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의 IT Services and Innovation Center of 

Excellence는 첨단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Neil D. Breslin 상원의원은 “뉴욕주, 학계, 민간 업체, 지역 정부의 협력이 도시를 부활시키고 일자리 

성장을 지속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입증해주는 긍정적인 경제 방안을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Albany시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CHA의 이주를 반기며 

다른 기업들도 이 하이테크의 중심지를 주목하여 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hn T. McDonald III 의원은 “Albany 지역은 하이테크 기술 및 개발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그러한 성공을 이어가 새로운 투자,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Cuomo 주지사의 뉴욕주의 하이테크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CNSE의 

SCiTI Center와 같은 기술 허브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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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A. Fahy 의원은 “Albany 도심에 있는 역사적인 Kiernan Plaza로 CHA가 이주한 것은 Albany가 

기업을 지원하고 일차리 창출을 촉구하는 역동적인 환경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A가 도심에 이주한 것을 환영하며 Cuomo 주지사의 노력 덕택에 Albany 시 도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any 카운티 행정 책임자 Daniel P. McCoy는 “이번 일은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하이테크 

청사진이 Albany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CHA와 같은 기업이 

CNSE의 SCiTI Center로 이주했다는 것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Albany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모든 멋진 

기회를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Albany 시장 Kathy Sheehan은 “오늘의 결과는 Albany를 미래 역사를 주도하는 리더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가져온 성과입니다. Kiernan Plaza는 다시 번영할 것이며 Cuomo 주지사,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CHA, CNSE의 투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NSE, 수도권 지역의 Girls Inc., Trinity Alliance 사이의 제휴 결과, 이 지역은 하이테크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과학 분야에서 활약이 부진한 젊은이에게 나노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 기회와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ernan Plaza는 원래 1899년 Union Train Station으로 건축되었으며 2009년부터 공실 상태였습니다. 

2013년에 CNSE는 우선 프로젝트로서 CREDC로부터 40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는 2600만 

달러의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창출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CNSE의 SCiTI Center는 스마트 장치, 센서, 컴퓨터 칩과 더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통합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및 배치를 통해 스마트 도시 기술 분야의 인정 받는 

리더로서 뉴욕주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쪽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교각, 데이터 센터, 유틸리티 설치 등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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