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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에 자리한 뉴욕주립대학(SUNY)
CNSE(COLLEGE OF
주지사 상징적 의미가 큰 KIERNAN PLAZA에
뉴욕주립대학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의
의 '스마트
스마트 시티(SMART
시티
CITIES)' 허브에 들어설 초기 입주
파트너 업체를 발표하다

SEFCU와 CHA가 본사를 설립하고 Windstream Corporation이 지역사업센터를 설립하여
CNSE의 SCiTI 센터 일부로 다운타운 Albany에 1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EFCU, CHA, Windstream Corporation이 SUNY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 기술 허브를 Albany의 랜드마크 Kiernan
Plaza에 입주하는 첫 번째 회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CREDC(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최우선 프로젝트인 3,000만 달러 규모의 CNSE Smart Cities
Technology Innovation Center(SCiTI)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들은 총 1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운타운 Albany 경기 재활성화를 촉진하며 뉴욕을 빠르게 발전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Kiernan Plaza의 재개발은 민관 파트너십이 뉴욕주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CREDC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비전을 완수할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CNSE의 스마트 시티 허브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 또 다른
일자리와 투자를 이끌고 나아가 뉴욕을 첨단 산업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Kiernan Plaza의 재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새로운 첨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한 Capital Region의 또 다른 승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견인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CNSE와 CREDC에 감사 드립니다. SEFCU, CHA, Windstream은 역사적인 Kiernan Plaz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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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게 된 반가운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이 이곳 Capital Region에서 사업을 하기로 선택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CNSE를 통해서 Alain Kaloyeros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산학 협력 모델에 관한
책을 저술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성공이 뉴욕 전역에서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REDC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Kiernan Plaza에 새롭고 창조적인 용도를 찾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SUNY가 업계와 협력하여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와 혁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입니다. SEFCU와 Michael Castellana와 같은 리더들이 있어서 STEM 분야 또는 나노기술은
차치하고라도 대학에 진학할 비용이나 대학 진학 꿈조차 갖지 않았던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받게 되고, The Albany Promise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CNSE 수석 부학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청사진과 전략적 투자로 Kiernan Plaza는 다시 한 번 다운타운 Albany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 기회와 활력의 횃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처럼 상황을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남다른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CNSE의 새로운 SCiTI Center에 입주하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신 SEFCU, CHA,
Windstream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스마트 시티 기술이 우리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고 Capital Region 커뮤니티에 사는 주민들에게 21세기 첨단 일자리,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CNSE의 SCiTI Center 설립은 Kiernan Plaza의 재탄생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Kiernan Plaza는
1899년 맨처음 Union Train Station으로 건설되었다가 2009년 이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CNSE가 이 상징적인 건물을 매입 및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지역위원회 프로젝트를 통해 4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게 된 SCiTI는 CREDC 자금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 투자로 2,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고, 250개의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운타운 Albany에 기술 전문 회사들을 유인하여 뉴욕을 떠오르는 스마트 시티 기술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EFCU, CHA, Windstream이 역사적인 Kiernan Plaza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오늘의 발표는 다운타운 커뮤니티에게 멋진 소식이자 상당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Kaloyeros 박사 및 CNSE 그리고 이 플라자의 첫
입주기업들에게 감사 드리며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기를 희망합니다.”
John McDonal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EFCU, CHA, Windstream Corporation의 CNSE
SCiTI와의 파트너십은 Albany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또 다른 초석입니다. 이곳 Albany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주신
CNSE와 CREDC 관계자께 감사 드립니다. Kiernan Plaza가 이 지역에 일자리, 경제 발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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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가져다줄 세 개의 신규 입주업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에 입주하기로
결정해주신 SEFCU, CHA, Windstream 임원진께 감사 드립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NSE가 Downtown Albany를 사업의 최적지로
생각하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Smart Cities 프로젝트로 인해 세 개의 입주기업이 이곳 Kiernan
Plaza의 엄청난 잠재성을 인지하고 130개의 신규 일자리에 투자하였습니다. Albany를 향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이처럼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 CNSE와
CREDC의 관계자, 그리고 기업 파트너들께 감사 드립니다.”
Daniel McCoy 카운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EFCU, CHA, Windstream이 이곳 Albany 다운타운에
자리한 Kiernan Plaza에 입주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곳 Capital Region에
사는 거주민에게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Albany가 비즈니스의 최적지라는 선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사 파트너와 CNSE에 감사 드립니다.”
Albany의 Gerald Jenning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iernan Plaza는 이곳 다운타운 Albany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세 곳의 새로운 입주업체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Capital Region 전역에 매우
절실한 경제 활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CNSE, CREDC는 이 커뮤니티가 보다 큰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SEFCU, CHA, Windstream이 Capital Region에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곳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Capital Region에서 가장 큰 신용조합이자 미국 상위 50대 업체 중의 하나인 SEFCU는 Kiernan Plaza에
기업 본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SEFCU의 실무팀 75명과 기타 스탭들은 지난 10년 간 이뤄진 두
자릿수 성장에 발맞추고 계획된 미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Kiernan Plaza로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1934년에 설립된 SEFCU는 295,000 여명의 직원과 자산 2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Capital Region, Binghamton, Syracuse 및 Buffalo에 총 46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SEFCU는 Kiernan Plaza에 새로운 첨단 은행센터를 개점할 예정입니다. SEFCU는 CNSE과
파트너십을 맺고 Smart Cities Banking Program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NSE에 의해
스마트 시티 회사로 지정될 업체들의 필요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부응할 것입니다.
대단히 다각적인 풀서비스 엔지니어링 기업인 CHA는 CN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 시스템,
청정 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Kiernan
Plaza에 기업 본사와 리더십 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CHA가 30명의 중역 및 실무진들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게 되면 연구, 개발, 배치가 가능한 원스탑 “Lab-to-Fab(연구실에서
제조공장으로)” 역량으로 새로운 에너지, 제조 및 스마트 시스템 기술 업체들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아칸서스 Little Rock에 본사를 둔 미국 상위 4대 기업 커뮤니케이션 공급업체인 Windstream은
Kiernan Plaza에 새로운 지역 사무소를 열고 초기에 25명의 기술자와 지원 인력을 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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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Windstream은 IT Services and Innovation Center of Excellence도 출범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스마트 시티 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서비스를 포함해 첨단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SEFCU 청장 겸 CEO인 Michael J. Castella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EFCU는 Albany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뉴욕주의 다른 도시 지역에 모범이 되어줄 Smart Cities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힘써주신 Cuomo 주지사와 CNSE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고 CNSE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내년에는 우리 회사의 80주년 기념해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설립자들이 South Allen Street에서 사업인가를 받고 Alfred E.
Smith Building에서 우리의 첫 사무실을 마련했던 것인만큼 원래의 뿌리로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SEFCU에게 귀향과 같습니다. 우리의 80주년 기념해를 맞아 우리는 네 개의 주요 부문, 다시 말해
경제개발, 주택, 교육 및 커뮤니티 향상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놓을 것입니다. CNSE와의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기술 관련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Smart Cities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 심장부를 재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기업으로 간주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들 업체들이 Capital Region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맞춤형 융자 프로그램을 할인 금리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할인된 융자 금리로 우리 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구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CNSE에서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Albany
Promise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CHA의 Ray Rudolph 최고경영자(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CHA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랜드마크 건물인 Kiernan Plaza를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예상되는 떠오르는 산업 스마트
시티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이 NanoCollege와의 파트너십이 결실을
맺게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운타운 Albany에 자리한 이 역사적인 건물
중심부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을 구축하게 된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Windstream의 Michael Bellini 지역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분명 새롭게 발전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 부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iernan Plaza의 입주로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활용할 첫 순간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환경에서 CNSE와
그 회사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술 개발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Windstream을 이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우리 회사 발전의 확실한 주춧돌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와 함께 스마트 장치, 센서 및 컴퓨터
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 부문을 견인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고속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폐수처리장을 비롯해 다리,
데이터센터, 유틸리티 설치, 안전 시설과 같은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며, 교육시설에서 e-안전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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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SE, Trinity Alliance of the Capital Region, Girls Inc. of the Greater Capital Region 간의
파트너십은 SCiT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별다른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도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포함해
커뮤니티에서의 나노기술 교육 및 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