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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ORT OF ROCHESTER MARINA의의의의 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 오프닝을오프닝을오프닝을오프닝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지원지원지원지원 받은받은받은받은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3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이이이이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경제경제경제경제 성장성장성장성장 및및및및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회기회기회기회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이이이이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Finger Lakes Forward”를를를를 보완하다보완하다보완하다보완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Rochester 항 마리나의 그랜드 오프닝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마리나는 공공 수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강화하고 이후의 민간 

개발을 독려 및 지원하는 2,200만 달러 규모의 중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400여만 달러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매년 

직간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325만 달러를 유발하고 300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여 

Rochester 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Port of Rochester Marina는 흉물스러웠던 대중시설을 최고급 수변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일류급 Great Lakes 관광지라는 Rochester의 명성을 

되살려주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이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지역 자산에 투자한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한데 작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2,500개의 건설직 일자리도 창출한 Port of Rochester Marina 프로젝트는 Edgewater 

Resources가 제안한 North River Street에 계획 호텔과 콘도미니엄 개발에 중요한 

편의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첨단 마리나 유역은 54개의 계절 보트 슬립과 

음료수, 전기, Wi-Fi 및 펌프 아웃 시설을 포함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30개의 단기 

슬립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새로운 공공 산책로, 벤치, 피크닉 테이블, 바비큐 그릴, 

마리나를 둘러싸고 Charlotte Pier와 Genesee River Trail System으로 연결되는 

공원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Corrigan Street 남쪽에서 또 다른 노상 주차 공간과 새로운 대체 

도로 연결지점을 Ontario Beach Park에 제공하는 Latta Road 에 이르기까지 North River 

Street와 새로 확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용 보트 선착장과 주차장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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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졌습니다. 새로운 단기 보터 측면 도크 설비는 터미널 도크 월에 설치되었습니다.  

 

“Rochester의 수로는 초기 아메리카 신흥도시 역할의 중심이었고, 항구 재개발은 이곳의 

훗날을 기약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새로운 

마리나 건설로 Rochester는 5대호 관광지이자 이 지역의 진정한 관문이 될 것이며, 또한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Upstate 경제를 재건하고 Finger 

Lakes를 발전시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기까지 4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여러 주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Cuomo 주지사의 지역위원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되는 745,545달러를 

포함해 Port of Rochester 마리나 기획 및 건설을 위해 뉴욕주 국무부가 

지원하는 총 2,980,545 달러 규모의 EPF LWRP(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의 네 차례 보조금. 

� Ontario Beach Park, Genesee River, Port of Rochester의 터미널 시설로 

이어지는 도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뉴욕주 교통부가 지원하는 100만 달러의 

보조금. 

� 터미널 건물 주변 주차 공간에 다공성 페이버(pavers)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GIGP(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가 지원하는 198,000 달러의 보조금. 이 주차 공간은 

우수유출량을 줄여 수질 오염을 줄여줄 것입니다. 

�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전국(OPRHP)은 마리나를 위해 1백45만 

달러의 미국 Fish and Wildlife Service Boating Infrastructure 보조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와 미국 육군공병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사항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Rochester 시장인시장인시장인시장인 Lovely A. Warre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새로운 Port of Rochester 

마리나는 진정한 Port of Opportunity으로 아스팔트의 바다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마리나는 수백 개의 정규직 일자리와 수천 개의 건설직 일자리를 창출할 개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고 Rochester를 5대호 관광지로 거듭 자리매김하게 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Albany에 있는 그의 팀은 이 마리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이 새로운 마리나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안전하게 하며 보다 활기찬 동네로 가꾸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Rochester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Monroe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칼리지칼리지칼리지칼리지 총장총장총장총장 Anne 

Kress와와와와 Wegmans Food Markets CEO인인인인 Danny Wegma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ort 

of Rochester는 비즈니스 활동,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주거 생활에 새롭고 활기찬 초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공식은 우리 위원회가 Finger Lakes 커뮤니티에서 



Korean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 자산을 

최우선시하고 지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Port of Rochester Terminal Link Building 리노베이션은 올 여름에 완공되어 

샤워시설, 화장실, 세탁소 및 보터 라운지와 소형 선박 스토어가 포함된 새로운 보터 

서비스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터미널 신축 공사는 향후 몇 년 내에 Port로 더 많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곳의 새로운 레스토랑도 올 여름에 개장하여 약 82개의 정규직 및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Great Lakes 선박 테마를 담은 캐주얼 레스토랑 Jetty at the Port는 

연중 내내 개장할 것입니다. Mom's Margio's Diner는 1950년대 복고 테마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금에는 뉴욕주, 연방 및 주 보조금과 시 자본예산계획의 Hemlock and 

Canadice Lakes 분수령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무장관국무장관국무장관국무장관 대리대리대리대리 Rossana Rosad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번 마리나에서 국무부 

투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수변시설을 지역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현지 커뮤니티와 관광객 모두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투자가 어떻게 수변의 접근성과 재밋거리를 늘려주고 민간 투자에 박차를 가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활기찬 Port of 

Rochester는 이 지역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수백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미래의 상업적 

투자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 팀과 협력하여 1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Port에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이러한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시환경시환경시환경시설공단의설공단의설공단의설공단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abrina M. T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ort of 

Rochester 마리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약속한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뉴욕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은 뉴욕의 자연 환경 보호와 책무에 깊이 헌신하는 주지사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Rose Harvey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국장은국장은국장은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진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수로와 수변 지역이 있는 축복 받은 곳입니다. Port of Rochester의 

새롭게 개선된 시설은 보다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를 Genesee River와 Lake 

Ontario에서 보트 놀이와 낚시를 하게 해주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크게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주의회주의회주의회주의회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대표인대표인대표인대표인 Joseph D. Morell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마리나는 

Port를 우리 수변으로 이끄는 최고의 관문으로 만들고 특히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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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하는 현지 중소상인들에게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Cuomo 주지사, Rochester 시 및 많은 커뮤니티 파트너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Port of Rochester와 주변 이웃들의 

마음가짐과 목적을 새롭게 가꾸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나를 방문하거나 계절 및 단기 슬립을 임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보터들은 428-

7432로 전화하거나 www.portofrochestermarina.com/을 방문하여 Rochester 시의 

마리나 운영회사인 SG Marina에게 슬립 요금과 임대 조건을 문의하십시오. 

 

Finger Lakes Forward의의의의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낳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그리고 첨단 제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이래 이 지역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불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Rochester, Batavia 및 Canandaigua와 같은 지역을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Finger Lakes Forward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8,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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