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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ROY의의의의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QUACKENBUSH BUILDING에서에서에서에서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의의의의 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 오프닝오프닝오프닝오프닝 발표발표발표발표 

 

15년년년년 간간간간 비워진비워진비워진비워진 이이이이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건물에건물에건물에건물에 새새새새 생명을생명을생명을생명을 불어불어불어불어 넣는넣는넣는넣는 기술기술기술기술 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경제개발협의회에서경제개발협의회에서경제개발협의회에서경제개발협의회에서 제공한제공한제공한제공한 550,000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본자본자본자본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통해통해통해통해 건물건물건물건물 수리수리수리수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내 Troy의 역사적인 Quackenbush Building 내부에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의 새로운 시설의 그랜드 오프닝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3차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Initiative)에서 충당한 550,000달러의 수도권 보조금을 통해 이 기술 

인큐베이터는 Quackenbush Properties, LLC와 공동으로 Collar City 랜드마크에 

275,000달러 규모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 걸쳐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상업 시설 개발을 장려하기에 충분히 큰 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는 수도권 기술 산업의 번영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Troy의 가장 역사적인 건물 중 하나인 이 건물 

내부에 세워진 이 신축 시설은 지역 벤처 기업과 기업가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기에, 뉴욕주가 이 개조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설립된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는 아이디어와 발명을 육성하는 공유 

공간의 사용을 통해 제조 혁신을 촉진합니다. 해당 멤버로는 5개의 대학, 4개의 

고등학교, 300명 이상의 사업가와 40개 기업이 있으며, 이들 모두 이 지역에 25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경제개발협의회는 사적지의 복원과 이용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협의회의 목표를 성공으로 이어주고 달성한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를 Round III 우선 프로젝트로 인정했습니다. 신규 회원의 추가와 대기업 및 

창업주들의 관심 증가로,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는 Troy의 35 Fourth Street에서 

기존 타 상업 지구보다 더 빨리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향후 10년 동안 158년 된 

건물의 20,000평방피트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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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인 Howard Zemsky는 “새롭고 더 큰 위치를 

여는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는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경제의 

증거이며, 이 인큐베이터가 더욱 지역 기업과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똑똑한 전략적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며,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Upstate 지역사회의 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신축 시설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생각하고, 협력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설계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는 시설인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의 THINQubator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탐구할 것입니다.  

 

Quackenbush Building의 또 다른 23,148평방피트 면적은 이미 용도 변경이 확정되었고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의 START-UP NY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START-UP NY는 신규업체 및 확장하는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10년 또는 

10년 가까이 되는 해당 대학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roadway와 Third Street 모퉁이에 위치한 50,000평방피트 면적의 4층짜리 

Quackenbush 건물은 1857년에 건설되었고 1937년까지 건조 상품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 후 2001년 빈 건물이 되기 전 현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Valley Center of Gravity 회장 Laban Coblentz는 “Center of Gravity는 Cuomo 주지사의 

선구적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이자 Troy의 견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모두가 연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요인은 혁신과 협력, 지역사회, 이 3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Quackenbush Properties, LLC 소유주인 David Bryce는 “Quackenbush Building은 10년 

이상 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성장을 낳을 것이며 Troy 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외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TVCOG는 그러한 트렌드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합니다. 이미 TVCOG 프로그램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at Albany 학장 겸 수도권 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인 Robert J. Jones는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는 수도권에서 차세대 혁신가와 비즈니스 기회를 

양성하는 아이디어, 공간, 기술 및 창의력이 결합된 협력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역 및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헌신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역사적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사회는 유산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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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연결할 수 있고, 이 자금은 Quakenbush Building을 혁신과 창조의 허브로 

탈바꿈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건물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의 확장은 Troy와 수도권 전체가 

뉴욕의 경제적 부활의 최전선에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오늘날 첨단 기술 경제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 지역의 명성을 공고히 할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John McDonald 하원의원은 “TCVOG는 지난 몇 년 동안 Troy 시에서 진행된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사례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제조 허브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진 제조 및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기에 

매우 흥미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의 민간 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자금을 제공한 Cuomo 주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Rensselaer 카운티 행정관 Kathleen M. Jimino는 “Rensselaer 카운티는 이 개념이 4년 

전부터 다음 단계로 이동한 이후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의 후원자이자 

투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Troy의 최우선 위치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었고 Quackenbush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가정의 경제적 활성화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한 것의 일부가 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투자의 유형입니다. 이 경제 활성화 노력을 현실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주지사와 CERDC의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집단적 지원과 노력은 NYSTEC의 

Ignite NY 및 Estuary의 서비스 등 기타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가 낳은 잠재 기업가들을 이용하려는 성장 입주업체들이 쇄도함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협력은 바로 이곳 Rensselaer 카운티에서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6년 말까지 22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주민과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roy 시장 Lou Rosamilia는 “이곳 Troy 시에서 역사적인 Quackenbush 건물에 위치한 

Center of Gravity의 개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양성하고, 우리 시를 이 지역의 성장하는 창업자들과 기업가들을 위한 최고 종착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nter of Gravity를 START-UP NY 부지로 선정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Hudson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에 감사 드리고, 이곳 

Troy 시에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Tech Valley Center of Grav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 사이트(www.tvcog.ne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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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십시오. 

 

THINQubat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 사이트(www.thinqubator.org)를 

방문하십시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소개소개소개소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접근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주요 공약입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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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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