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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NE KRESS가가가가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경제개경제개경제개 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 공동공동공동공동 

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 봉직할봉직할봉직할봉직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Monroe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인 Anne M. Kress 박사가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학계 공동의장으로 봉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Kress 박사는 2011년 이래 협의회에서 봉직해온 Joel Seligman을 즉각 

대체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는 지난 5년에 걸쳐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며, 수 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그 상향 추세를 지속시켜 

Finger Lakes의 전진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공동의장으로 Kress 박사를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본인은 협의회를 위한 Joel Seligman의 엄청난 리더십과 

헌신에도 감사하며 그의 장래에 행운을 빕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지역은 FLREDC를 통해 그리고 Joel Seligman의 모범적 리더십 

하에 커다란 경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라고 Anne M. Kress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근의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보조금으로 Finger Lakes가 중요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지역을 전진시킬 수 

있고 시킬 것이며,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번영 가도를 달리며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 역할의 영예를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리며 협의회의 노력과 우리 지역의 탈바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FLREDC의 모든 

멤버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Anne M. Kress박사는 2009년 이래 Rochester 소재 Monroe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장으로 

봉직해 왔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접근성 및 성공, 글로벌 교육, 인력 개발, 기술, 

전통적인 인문학과 필수 21세기 학문 결과 간의 교차 역할과 관련된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약 30년을 종사하였습니다. 
 

Kress 박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혁신 리그 의장이며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협회 선출직 

이사입니다. Kress 박사는 현재 FLREDC에서 봉직하고 있으며, 뉴욕주 전력청 이사, 

NYS 포토닉스 협회 간부, SUNY 연구재단 이사이고, 수 년 동안 주 및 전국 레벨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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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ss 박사는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고등교육 행정(HEA)에서 박사학위를, 영어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금융 관련 우수상을 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광역 Rochester 상공회의소, Greater Rochester Enterprise, United Way of Greater 

Rochester 및 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ress박사는 뉴욕주 상원에서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Woman of Distinction)을 수상했고, 

Rochester Business Alliance 여성위원회에서 Athena Award을, Rochester YWCA에서 

Empowering Women 상을 수상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를 통한 최근 투자는 지역의 강점을 토대로 2011년 

이래 25,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Rochester 지역은 최근에 종합 포토닉스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국 제조혁신연구원의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정부는 2억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FLREDC는 2015년 12월에 “United for Success: Finger Lakes Forward”라는 표제의 

전략 계획으로 Cuomo 지사에 의해 URI 최고 계획상 수상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Finger Lakes는 5개년에 걸쳐 5억 달러를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일으키며, 부를 늘리고 빈곤을 줄이는 계획 목표를 달성할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의 URI 계획은 광학, 포토닉스 및 이미징; 농업 및 식품 생산; 그리고 

차세대 제조 및 기술 등 일자리와 성장을 추진할 3대 산업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소개소개소개소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Andrew M. Cuomo 

지사의 혁신적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FLRED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finger-lake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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