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닝 보건 교육 센터(CORNING HEALTH EDUCATION CENTER)의 

개관 발표  

  

서던 티어의 3,550만 달러 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제 1단계 완료 발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새로 건립한 보건 교육 센터(Health Education Center)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에 대한 3,5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중 

제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의 코닝시에서, 새로 건립된 

21,000 평방 피트 규모의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 교육 센터(Corning Community 

College Health Education Center)의 리본 커팅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이 칼리지의 간호와 지역사회 및 공중 보건 프로그램(Nursing and Community and Public 

Health academic programs) 수업이 올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 코닝 

병원(Corning Hospital) 자산 재개발 계획에 마침내 시장 가격의 주거용 아파트, 사무실, 

소매 공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코닝 병원(Corning Hospital) 부지는 새로운 병원이 

이스트 코닝에 문을 연 2014년 7월부터 빈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서던 티어에 대한 주요 투자입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뉴욕 

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차세대 

직장인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전 지역의 가정을 위해 

최고의 보건 의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부흥을 도우면서 동시에 열심히 

노력하는 남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본 커팅 행사에 참석한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의장으로서, 저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력 교육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인력 교육 요구에 대해 고용주들로부터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새로 건립된 센터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 개발 및 의료 산업에서의 고용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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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최고의 위치에 서던 티어를 자리 매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 2단계에는 시장 가격 아파트 85 채와 5,000 평방 피트가 넘는 상업 

공간의 건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는 2018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로 아파트 40 채를 건설하고 2,500 평방 피트 

정도의 상업 공간을 이 부지에 건설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2020년에 시작되어 일정상 

202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스튜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Steuben Area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 

최대 800만 달러의 주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서던 티어 부흥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보조금(Southern Tier Soar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grant)을 통해 지급되며 최대 200만 달러는 자본 보조금(Capital 

Grant)으로 충당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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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표에 해당하는 오늘의 행사는 

견고한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서던 티어의 

전략적인 지역 계획(Southern Tier strategic regional plan)의 강력한 추진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 교육 

센터(CCC Health Education Center)는 코닝시, 스튜벤 카운티, 서던 티어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경제, 교육, 보건 의료의 질과 강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추가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흥분되는 공공-민간 협력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시기적절하고 최첨단의 

차별화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지방 정부, 민간 부문 리더의 진행 중인 공약과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Phil Palm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코닝시와 스튜벤 

카운티의 진정한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 교육 센터(Corning 

Community College Health Education Center)는 서던 티어 지역 보건 의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역 노동자, 지역 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지역 

보건 의료를 위해 대단히 흥분되는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 주지사님의 행정부, 저희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지역 리더들의 지속적인 공약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코닝시의 Rich Negr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보건 교육 센터(Corning Health 

Education Center)의 개관은 오늘날 우리 지역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도시에 대한 주지사님의 투자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남녀 주민들이 이 참으로 

훌륭한 교육 센터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며 차기 두 단계의 건설도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 전체 가정을 위한 주택 및 보건 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STREDC)의 공동의장인 코닝 엔터프라이즈(Corning Enterprises)의 Tom 

Tranter 사장 겸 최고경영자와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의 Harvey 

Stenger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공-민간 투자의 목표는 스튜벤 카운티가 

사업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곳이며 지역 경제 신화의 또 하나의 흥분되는 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 덕분에 이 

지역은 실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Corning Community College 총장 Katherine P. Dougla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 교육 센터(Corning Community College Health Education 

Center)는 공공/민간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 이 

칼리지는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을 위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보건 교육을 혁신할 것입니다.”  

  

스튜벤 카운티 산업 개발청(Steube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의 

James Johns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 산업 개발청(Steuben 

County IDA)과 이사회(Board)는 이 지역의 차세대 건강 보험 제공 업체를 교육하고 

코닝시에서 앞으로 재개발 활동의 초석 역할을 하게 될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에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지역 경제 개발 프로세스(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cess)를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한 지원은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정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스리 코닝 병원(Guthrie Corning Hospital)의 Garrett Hoover 수석 부사장, 대표 겸 

최고 업무 집행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지의 재개발은 협력 기관들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보조금(Empire State Development Grant)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스리 클리닉(Guthrie Clinic)과 거스리 코닝 병원(Guthrie Corning 

Hospital)은 이 대단히 훌륭한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협력관계는 최첨단 교육 시설을 건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협력관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Corning Community College Faculty members)은 이 지역에서 주거하고 

일하며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들인 우리의 미래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향입니다.”  

  

라이드먼 컴퍼니스(Riedman Companies)의 David Riedman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 교육 센터(Corning Community College Health 

Education Center)의 리본 커팅 행사는 이전 코닝 거스리 병원(Corning Guthrie 

hospital)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지에 새로 



 

 

건립된 이 건물은 지역사회에 최첨단 보건 교육 센터(Health Education Center)를 

제공하여 이 병원의 유산을 기리게 됩니다. 이 자산의 나머지 부지에 들어설 시장 가격의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획에서, 저희는 보건 교육 센터(Health Education Center)를 

보완하고 코닝시의 건축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저희 디자인에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데니슨 176번지(176 Dennison)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이 지역사회의 구조 안에 완벽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현재 코닝시의 

수요에 따라 코닝시에서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Mark Purcell 씨와 저는 이 

중요한 이정표에 대해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Corning Community College)에 저희의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닝시에서 벌이는 저희의 미래 개발 사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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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민간 사업체가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따라,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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