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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8/2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TICA에에에에 “CAPITAL FOR A DAY”를를를를 펼치고펼치고펼치고펼치고, MOHAWK VALLEY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종합종합종합종합 31-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각료들각료들각료들각료들, Mohawk Valley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경제경제경제경제 기회와기회와기회와기회와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방법을방법을방법을방법을 

파악하기파악하기파악하기파악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Utica로로로로 가다가다가다가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거의거의거의거의 2,000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되고창출되고창출되고창출되고 초기초기초기초기 민간투자로민간투자로민간투자로민간투자로 20여억여억여억여억 달러가달러가달러가달러가 

예상되는예상되는예상되는예상되는 다음다음다음다음 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Nano Utica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ohawk Valley 지역에 자신의 “Capital for a Day” 

프로젝트 제2단계를 사업을 펼치기 위해 Utica를 찾았습니다. 주정부 내각은 뉴욕주가 

Mohawk Valley의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의원, 업계 리더 및 정부 파트너와 만났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주지사는 Mohawk Valley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31-포인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그날 일찍 있었던 SUNY 

Poly에서의 역사적인 일자리와 투자 발표와 Mohawk River를 따라 진행될 커뮤니티 복원 

활동에 사용될 94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파트너십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 지역의 필요사항, 우선순위 및 

아이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동료들과의 협조도 보여주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팀 동료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Mohawk Valley를 위해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및 몇 달 내에 

이뤄질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Capital for a Day는 오전 각료 회의를 주재하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위 주정부 관리와 주지사의 내각이 Mohawk Valley 지역에 환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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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로는 Kathy Hochul 부지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Howard Zemsky 

최고경영자, Oneida 카운티 장 Anthony Picente, Montgomery 카운티 장 Matt Ossenfort, 

Utica의 Robert Palmieri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 늦게 Cuomo 주지사는 Utica에 자리한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Quad-C를 

찾았습니다. 이 곳에서 주지사는 고성능 센서 솔루션과 아날로그 IC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술 선도업체인 ams AG가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여억 달러의 초기 민간투자를 이끌어 Marcy에 소재한 Nano Utica 부지에 건설하는 

최첨단 360,000평방피트 규모의 웨이퍼 가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GE Global Research가 뉴욕의 글로벌 사업부를 Mohawk Valley로 

확대하여 Quad-C의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하면서 최소 470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되고 향후 5년 동안 또 다른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상세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Kathy Hochul 부지사가 최종 각료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뉴욕주가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Mohawk Valley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커뮤니티 관계자, 업계 리더, 정부 

파트너들과의 수 십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천 

항목 범주로 구성된 신규 자금, 프로그램, 프로젝트 추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회 

및 커뮤니티 강화. 종합 계획은 이 언로 배포 자료의 아래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지사 행정부가 개최하는 두 번째 Capital for a Day입니다. 첫 번째 날은 이번 

여름 초에 Finger Lakes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 EOC 및 주경찰 시설 확대를 위해 Oneida 카운티의 토지 구매에 필요한 1,000만 

달러. 

• Mohawk River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Oneida, Herkimer, Schoharie, 

Montgomery 카운티 복원 프로젝트로 940만 달러. 

• 보행자 안전과 도로안전장비를 홍보하기 위해 Utica의 Route 5S 주변의 

간선도로 개선 사업에 915만 달러. 

• Utica에 50개의 저렴한 주택 단지 건설을 위한 주택 기금 200만 달러. 

• Herkimer Community College에서 21세기 에너지 전문가 교육을 위한 

인력개발프로그램 시행에 1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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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업 관련 업체를 홍보하기위해 법규 및 검사 

프로세스를 조정하기 위해 다기관 MOU 시행.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장장장 Anthony Picent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Mohawk 

Valley의 경제적 가능성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Capital for a Day와 

지역경제개발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Oneida 카운티는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경제를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때 힘이 솟습니다.” 

 

Utica의의의의 Robert Palmieri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Utica가 다시 한 번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파트너십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Utica의 Robert Palmieri 시장이 말했습니다. “'Capital for a Day'와 우리 

시에 경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적 접근방법을 시도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번영된 미래를 향해 힘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Joseph A. Griffo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Mohawk Valley는 21세기의 

미래에 다음 단계로 거대한 도약을 시작힙니다.” “G.E.와 ams Technologies 그리고 

Marcy에 위치한 SUNY Polytechnic Institute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환영하며 그러한 

기회가 우리 지역을 나노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경제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약속된 양질의 일자리, 추가 투자 및 

성장은 우리 지역이 더 크고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에 이러한 노력에 쏟아 

부었던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략적 비전 제시한 주지사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올 것이라는 한 마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은 모든 지역, 

카운티 및 뉴욕주 리더들에게도 그들의 인내에 감사 드립니다.” 

 

Anthony Brindisi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Capital for a 

Day는 주정부가 처음으로 Mohawk Valley에 온 힘을 쏟은 사업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에 꼭 필요한 인프라와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ill Magee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Mohawk Valley에 매우 

생산적이었던 날입니다 – 이곳의 리더들은 주정부 관리들과 다양한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지사가 이 지역을 위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파트너십이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지 생각하면 무척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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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발전시키는발전시키는발전시키는발전시키는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31-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계획계획계획계획 내용내용내용내용: 

 

경제경제경제경제 기회기회기회기회 강화강화강화강화 

• 글로벌 기술 선도업체인 ams AG는 고성능 센서 솔루션과 아날로그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여억 달러의 

초기 민간투자를 이끌어 Marcy에 소재한 Nano Utica 부지에 건설하는 최첨단 

360,000평방피트 규모의 웨이퍼 가공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GE Global Research는 뉴욕의 글로벌 사업부를 Mohawk Valley로 확대하여 

Quad-C의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할 것입니다. SUNY Poly, GE 및 소속 회사들 

간의 파트너십은 향후 5년 동안 Mohawk Valley에 최소 4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후 향후 5년 동안 또 다른 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 뉴욕전력청(NYPA)과 Herkimer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는 Clark Energy 

Center에 있는 NYPA 내부 훈련 시설과 칼리지에 있는 관련 시설 간에 자원 및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Mohawk Valley 주민들이 NYPA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뉴욕주가 미래의 에너지 인력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현 

NYPA 직원들의 교육을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주는 새로 활기를 얻고 있는 Baggs Square와의 연결성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Utica N-S 보행자 안전 도로교 

건설을 위해 915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교통부에게 

Utica시의 Route 5S 0.7 마일 구간을 따라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교통 지대를 

개발하기 위해 조기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여기에는 교통 사고를 

매년 최소 5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도로 안전정비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 뉴욕주 TACC(Thruway Authority and Canals Corporation)는 Montgomery 

카운티의 Lock E-13 Living History Rest Area에 새로운 Taste NY Store와 

자동판매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휴게소는 올 가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Taste NY 스토어는 뉴욕주 전역에서 현지 제조 및 생산되는 뉴욕 최고의 

농산물일부를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공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주 운하회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 DOS(Department of 

State) 및 City of Rome은 Bellamy Harbor Park에 복원된 Canal Terminal 

Building에 민간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운하회사(Canal Corporation)는 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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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과 DOS와 협력하여 수변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여름, 즉 2016년 항해 시즌에 맞춰 역사적인 Terminal Building에 입주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 Empire State Development는 Utica College의 비즈니스와 경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Harza Building이라고도 알려진 Clark City Center에 

새로운 허브를 세울 예정입니다. ESD는 400여명의 학생과 교수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 시설 재산의 개선 자금으로 50만여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 노동부와 보건부는 Mohawk Valley 지역을 포함해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농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농업 부문을 널리 알리기 위한 MOU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MOU는 두 주정부 기관들이 오랫 동안 다른 기준이 사용되었던 주택을 

점검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 뉴욕주는 Mohawk Valley Agriculture-Labor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Mohawk 

Valley를 포함해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농장주들에게 지역 농업 부문을 

널리알기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교육 포털이 

구축되어 임금 삭감 관련 요건을 보다 더 잘 소개할 것이며, 미래의 정책과 

관례를 알리기 위한 자문그룹이 구성될 것입니다.  

• DVA(Division of Veterans Affairs)는 Mohawk Valley 지역 퇴역군인들이 뉴욕주 

조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세션을 

마련할 것입니다. DVA는 Mohawk Valley 퇴역군인 소유 기업들이 뉴욕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뉴욕주 활동으로는 143개의 퇴역군인 소유 기업들이 뉴욕주 인증을 받아 입찰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뉴욕주는 80,000달러로 ERN(Employer Resource Network)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ERN은 일자리 유지 및 저임금과 저숙련 근로자들의 향상을 위해 

기업인들과 사회복지기관을 하나로 연결할 것입니다. 

• 금융서비스부는 노인들에 대한 재정적 착취 파악 및 예방과 관련된 최우수 

사례를 금융 전문가들에게 교육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동및가정서비스실과 관련 기관 파트너들은 Mohawk Valley에 있는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장 중요한 필요사항을 해결하고 커뮤니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30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 금융서비스부는 자택이 압류될 위험에 처한 뉴욕 소비자들과 학생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Mohawk Valley 지역에 

이동명령센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동명령센터는 내일 8월 21일 Utica Public 

Library(303 Genesee St., Utica)에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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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부는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8월 30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채권추심에 관한 새로운 법규에 대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을 Mohawk Valley에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주 주류국(State Liquor Authority)은 상점 주인들과 직원들이 미성년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음주 예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이 뉴욕주 주류국에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OTDA(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는 시골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취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50,000달러의 기금을 “Wheels to Work”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입니다.  “Wheels to Work” 프로그램은 자동차 할부금,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보험, 면허비 및 등록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가족들을 

도와줍니다.  

• OTDA는 Mohawk Valley에 새로 도착하는 16 - 21세의 난민들을 지원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입니다. 50,000달러의 기금을 받게 되는 아카데미는 

청년 난민들이 업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이 직면한 심각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Mohawk Valley의 지속적인 

재탄생에 기여하는 자급자족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검증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강화강화강화강화 

• 뉴욕주는 뉴욕주 재난관리센터(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주립경찰교육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Oneida 카운티 공항 내 미사용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약 1,0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 뉴욕주는 주민들이 어떤 유형의 재난에도 대비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난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자원을 확보하게끔 

네 가지 다른 언어로 시민 대응 교육(Citizens Preparedness Training)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61,000명의 뉴욕주민들이 이 강좌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가 예정자는 여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는 Oneida, Herkimer, Schoharie 및 Montgomery 카운티가 Mohawk 

River에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 프로젝트에 94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in. Oneida, Schoharie 

Herkimer 및 Montgomery 카운티에서 일어난 2013년도 Mohawk River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첫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 프로젝트에는 

총 810만 달러가 지원될 것이며, 각 카운티마다 270만 달러를 지원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덧붙여 뉴욕주는 Oneida와 Herkimer 카운티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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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이뤄진 최근 홍수 연구로 파악된 복원성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130만 달러의 자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 주택신탁기금(Housing Trust Fund)은 Utica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 중의 하나인 

Corn Hill 소재 Roosevelt Residences에 50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의 기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 개발은 25채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를 통해 50채의 저렴한 주택단지(34채의 복층식 가구, 16채의 

적층식 가구)가 들어설 것입니다.  

• 뉴욕주 주택및커뮤니티재생(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Gloversville Housing과 Neighborhood Improvement를 통해 

Gloversville에 30채의 저렴한 주택단지를 추가하는 데 25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 뉴욕주 주택및커뮤니티재생은 Mohawk Valley에서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Mohawk Valley에 Main Street Boot Camp를 열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 회의는 Mohawk Valley 지역이 이 지역의 Main Streets와 다운타운 

상업지구에 대한 기회를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디자인, 역사적 보존, 윗증 주택 개발 워크샵 세션 , 재활 

기금이 제공됩니다. 

• 환경보존부(DEC)는 Mohawk River의 수질과 서식지 개선을 위해 이 강에 수질 

감시 스테이션을 설치할 것입니다. DEC는 감시 시스템을 위해 150,000 달러의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Mohawk River Action Agenda의 

일부이며, 강의 Utica 부분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전략도 마련할 것입니다.  

• 뉴욕전력청은 무료 수영 및 주차시설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여 Mine Kill 

주립공원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뉴욕주는 Mohawk Valley 내 다섯 개 공원을 포함해 총 15개 새로운 부지를 

추가하여 뉴욕 전역에서 “Learn to Swim” 프로그램의 80,000달러 확대 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ohawk Valley 확대 포함 내역:  

o Gilbert Lake (Otsego, Laurens) 

o Glimmerglass (Otsego, Cooperstown) 

o Delta Lake (Oneida, Rome)— 현 프로그램 확대 

o Verona Beach (Oneida, Verona) 

o Mine Kill (Schoharie, North Blenheim)—현 프로그램 확대 

• 보건부(DOH)는 낼럭손 교육을 확대하고 Mohawk Valley 제약사의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DOH는 생명을 구하는 낼럭손 항 오피오이드 

남용 약물 처방으로 수십 명의 커뮤니티 관련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약사에게는 

낼럭손을 다양한 포뮬레이션으로 저장시키는 능력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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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최고 1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새로운 약물처방 – 오피오이드 치료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뉴욕주 McPike Addiction Treatment 

Center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 알코올중독및약물남용서비스실은 각 가정들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FSN(Family Support Navigator)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100,000 달러의 

초기 프로젝트는 Oneida 카운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 뉴욕주는 약물 남용 지원을 위해 응급부서 기반 동료 고문직을 구성하고 이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금 150,000달러로 약물 남용 장애 관련 현지 기반 

동료 고문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약물 남용 치료에서 안정화 상태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응급부서에 대기 상태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 보건부는 처방약물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Mohawk Valley 지역의 

법집행기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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