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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50 만 달러 규모의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 개관 발표 

 
트로이 다운타운의 역사적인 건물을 재활용하는 공공-민간 협력작업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동업무 공간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 사진들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트로이 다운타운의 공동 업무 공간이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이 1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내셔널 그리드 (National Grid)의 메인 

스트리트 개발 보조금 (Main Street Development Grant)으로 5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보조금으로 

1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라지 (Garage)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소재한 

창조적인 경제 기업을 창업, 가속화, 육성, 성장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다운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투자는 

번성하는 비즈니스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큐베이터는 이러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주도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경제 성장과 경제 활동을 견인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른 도시, 주, 주도 지역 리더들과 함께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리본 커팅을 하기 위해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합류했습니다. 이 가라지 (Garage)는 36여 곳의 소기업 및 단체의 공약과 함께 

개관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royInnovationGarage_LGRibbonCutting_Gallery.pdf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큐베이터는 생각이 비슷한 

전문가 공동체에 참여하여 영감을 키울 수 있는 창조적인 분위기를 신생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이 다운타운에서 새로운 삶이 태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향후 다가 올 세대의 

경제 성장 엔진으로 활용될 활기차고 번화한 혁신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가 다운타운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를 실행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가라지 (Garage)는 기업 

간의 더 커다란 협력, 기업가들 사이의 창의적인 토론,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로 선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히 트로이 다운타운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Tom Nardacci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과 트로이는 특히 기존 기업과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유형의 개발, 유연한 작업 공간, 협업 공동체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유연한 작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기업가가 비즈니스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 환경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36여 곳의 소기업과 단체들이 몇개월 만에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로 이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30년 이상 

유휴 상태였던 건물 내에서 제공하는 임금이 4백만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협력관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000 평방 피트 규모의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의 

디자인과 브랜드명은 이 건물의 과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이 건물은 버펄로를 기반으로 한 피어스 애로우스 (Pierce Arrows) 자동차의 딜러인 

트로이 자동차 거래소 (Troy Automobile Exchange)의 본거지였으며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대리점 중 한 곳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장기 휴면 상태 건물의 

재개발은 소유주인 파이오니어 뱅크 (Pioneer Bank), 트로이 지역 개발 공사 (Tro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주도 지역 경제개발협의체 (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등의 자본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력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Tom Amell 파이오니어 뱅크 (Pioneer Bank)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오니어 뱅크 (Pioneer Bank)가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와 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주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우리 

조직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은 이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기 위한 기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노베이션 가라지 (Innovation Garage) 팀과 함께 

창조적인 기업가들을 위해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트로이 다운타운을 

활성화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atrick Madden 트로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시가 부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를 

뒷받침하는 팀의 투자와 비전 덕분에 다운타운은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가 인상적인 공간인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의 내면도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 

독특하고 유익한 프로젝트 덕분에 트로이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65명이 넘는 

창조적인 기업가들이 얻는 혜택의 결과를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Matt Grattan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지역사회 경제개발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가적이며 창조적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혁신적인 

프로그램 및 인큐베이터 시설에 대한 요구는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 기업가들을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는 우리의 지역 혁신 핫 스폿 (Innovation Hot Spot) 

프로그램인 이노베이트 518 (Innovate 518)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헌신적인 파트너 유형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협력관계에 있는 이노베이트 518 

(Innovate 518)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지역 생태계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이 

지역의 기존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Scott Townsend 3 타키텍츠 파트너 앤드 디자인 (3tarchitects Partner and Design)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3타키텍츠 

(3tarchitects)는 그 과정에서 한가지 역할을 수행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가 우리 도시와 

기업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Laurie Poltynski 내셔널 그리드 (National Grid) 지역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은 우리가 봉사하는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의 핵심 

부분입니다. 2016년 회계 연도에 우리 프로그램은 새로운 자본 투자로 53,5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4,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업스테이트 뉴욕 

프로젝트들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 이후, 우리는 보조금으로 민간 투자 부문에 89억 

달러를 투자하여 39,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했습니다.” 

 

Kathleen M. Jimino 렌셀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오랜 기간 우리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 산업 성장, 변화를 가져오는 트로이와 

우리 지역 전체 역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는 

오늘날의 기업가들이 기업과 주민들이 찾는 일자리를 위해 기업가의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렌셀러 카운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 그러머시 커뮤니케이션즈 



(Gramercy Communications)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Rich Bennett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평생 교육 인력 개발 (Continuing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 부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의 스타트업 기업 원칙 (Start Up Principles) 과정은 차세대의 창의적인 

기업가들을 발굴하는 일과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의 인력 개발 연구소 (Workforce Development Institute)와 협력하는 일 두가지 

모두에 대한 단체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독창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비즈니스와 교육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있는 노력을 위해 가라지 (The Garage)와 파트너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창조적 경제는 가장 인상적이고 

필수적인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조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도 지역 전체와 기타 지역의 창조적인 기업가들에게 귀중한 자원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ohn McDonal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우리 주의 창조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지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작업의 완벽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소기업의 소유주이자 전임 시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투자 유형의 실질적인 

혜택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트로이 다운타운의 미래에 헌신하는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트로이 이노베이션 가라지 (Troy Innovation Garage)와 그 서비스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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