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로체스터시의 WARREN 시장, 혁신적인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에 대해 발표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재구성하기 위한 공개 절차를 실시하고, 5,00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패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로체스터시의 Lovely Warren 시장은 오늘, 12 명의 

지역사회 주민이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로 지역을 대표하여 봉사하도록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감독하게 됩니다. 뉴욕주와 로체스터시의 이 공동 

프로젝트는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따라 이 도시의 워터프론트를 

활성화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로체스터 다운타운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향후 

다운타운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5 월까지 제출할 것을 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증명된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다운타운 로체스터의 핵심지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는 이 도시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관 기금을 활용하고 이 

지역의 천연 자산을 이용하여,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신장시켜 핑거 

레이크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최대 5,000만 달러까지 이 야심에 찬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포괄적인 투자는 

로체스터 워터프론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 기금을 활용합니다.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강변 지대를 따라 민관 투자 대상 계획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공개 절차를 실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위원장인 Anne Kress 씨와 Bob Duffy 씨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패널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 Lisa Baron, 그린토피아(Greentopia)  

• Clement Chung, ROC 도시 연합(ROC City Coalition) (과거 대표)  

• Veronica Dasher,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 Shawn Dunwoody, 던우드 비주얼 컨설팅(DUNWOODE Visual Consulting)  

• Jim Howe,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 Norman Jones, 로체스터시(City of Rochester)  

• Nichole Malec, 콘스털레이션 브랜즈(Constellation Brands)  

• Eugenio Marlin, 이베로 아메리칸 액션 리그(Ibero American Action 

League)  

• Mary Beth Popp, 노스 아메리칸 브루어리스(North American Breweries)  

• Heidi Zimmer-Myer, 로체스터 다운타운 개발공사(Rochester Downtown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로체스터시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비롯하여 약 30 개의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계획(concept plan)을 

개발했습니다. (1) 찰스 캐롤 파크 플라자(Charles Carroll Park Plaza) 업그레이드 공사, 

(2) 제네시 게이트웨이 파크(Genesee Gateway Park) 개보수 공사, (3) 최고의 공공 

장소로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를 

전환하는 공사, (4) 브로드 스트리트(Broad Street) 송수로 활성화 공사, 기타 공사 등등. 

이 개념 계획(concept plan)은 이 도시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 계획을 지원합니다. 이 계획은 

밀레니엄 세대를 유치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를 강화하며 워터프론트 지역을 따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도심부 재구성 계획의 핵심 요소는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투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계획은 웹 사이트 

www.cityofrochester.gov/roctheriverw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이러한 변화의 기회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일련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3월 6일 목요일,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의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다운타운 캠퍼스(Monroe Community College Downtown Campus)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일반인은 또한 www.cityofrochester.gov/roctheriverway/에서 이 

http://www.cityofrochester.gov/roctheriverway
http://www.cityofrochester.gov/roctheriverway/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트위터(Twitter) @ROCtheRiver에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그램은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 목표액을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따라 유치할 것이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위해 우리 강변 지대의 문호를 

개발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일자리와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이웃을 만들고 모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네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에서 Bob Duffy 씨, Anne Kress 씨, 존경하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LREDC) 공동 의장인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의 Anne Kress 학장과 로체스터 상공 

회의소(Rochester Chamber of Commerce)의 Bob Duffy 의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는 의심의 여지없이 

로체스터의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워터프론트의 기능을 바꾸어 놓을 만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은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혁신 

지구(Downtown Innovation Zone)의 현명한 성장 발전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 리더십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로체스터와 핑거 

레이크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운타운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그 대상 

지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의 강변 선형 

교통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객을 방치되고 저평가된 지역으로 

유치하는 일은 이미 버펄로 워터프론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전략적 투자 방식을 

반영하고 뉴욕주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투자의 

경제적인 영향을 입증합니다.”  

  

Jo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계획을 통하여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Warren 시장님과 시의회의 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가 

단행한 이 투자는 다운타운-제네시 리버(Downtown-Genesee River)의 선형 교통로를 

활성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5 번째 뉴욕주 상원 

지역구(55th State Senate District)는 수로와 담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는 우리시와 다운타운 지역이 앞으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은 최종 결과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창의적이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Joe Morelle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은 우리 

워터프론트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의 

수많은 정부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더불어 그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는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Bob Duffy 씨의 리더십에 따라, Anne 

Kress 씨와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의 자문위원회 

패널(Advisory Panel)의 공헌으로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우리 다운타운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 도시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흥분되고 

다각적인 팀은 연중 내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레크리에이션, 교육, 비즈니스 활동 

등을 지역사회의 중심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기업들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뉴욕주는 도시 중심부와 그 주변 프로젝트에 총액 1억 

달러가 넘는 전례없는 투자를 로체스터시에 단행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 지원은 8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로체스터 다운타운 혁신 

지대(Rochester Downtown Innovation Zone)의 설립을 이끌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52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고급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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