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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에서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 발표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지역 선출 공무원 및 사업가들이 롱아일랜드 경제 성장 전략 공유 

 

지방 자치정부와 비영리 기관의 주 정부 보조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톱숍 공개 자료에 

관한 핸드북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y.gov/growth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에서 개최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콘퍼런스는 지역 개발 전문가, 

지역선출 공무원, 사업가 등 600여 명이 함께 모여 롱아일랜드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뉴욕 시 전역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건설을 돕기 위해 지역 정부와 비영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주 전역에 걸친 노력 중 하나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Melville에서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하면서 100여 개의 혁신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웹 

링크를 제공하는 주 정부 보조금의 원스톱숍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북을 

소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까지 우리 

행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와 각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함께 모여 그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Nassau와 Suffolk 지역 전체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그들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각 

부문 간의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롱아일랜드가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전통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전략적 투자와 협력이 지역 사회 판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롱아일랜드 아무 데서나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일자리 창출 및 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도시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주의 다른 지역과 국가의 모범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는 당시에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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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uomo 주지사의 1999년 콘퍼런스, “Bridging the Divide: Making Regions Work 

for Everyone: Shaping the Federal Agenda”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콘퍼런스에서는 

지역주의, 스마트 성장 및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그에 뒤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각 조직이 노력한 집단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 정부기관, 지방 정부 및 커뮤니티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 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를 통해서 그 성공을 보여준, 이러한 

상향식 접근방식의 우수한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롱아일랜드에 42억 달러의 투자를 하여 지역의 경제와 인프라 목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래로, 롱아일랜드는 116,6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11.3%의 증가로, 2016년 7월 현재로 민간 

부문 일자리의 총계는 1,151,200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롱아일랜드의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7월의 7.6%에서 올해 같은 시기 동안 4.2%로 

감소하였습니다.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 중, 발표자와 패널은 토의 시간을 이용하여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나누며, 어떻게 뉴욕시가 계속 지속 가능하며 통합된 

커뮤니티 설립을 위해 파트너로서 봉사하고, 또 상향식 경제 개발 노력을 활성화할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2명의 지속 가능 개발 전문가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도시 솔루션 기회부의 책임자인 Shelly Poticha는 

지역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부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대중교통 지향적 도시 개발에 관하여 연설하였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회장 Tom Wright는 지역 경제 부흥과 기후 탄력성에 

이르는 방법으로 시중심의 활성화를 추진시키는 중요성에 관하여 

연설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 기획자, 경제 개발 전문가, 주택 변호사 등입니다. 

콘퍼런스는 Cuomo 주지사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태풍 샌디(Sandy)의 피해 후 롱아일랜드가 더 멋지고 강하게 복구되기 위한 프로젝트와 

투자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콘퍼런스 행사 중 MTA 회장 겸 CEO Tom Prendergast는 뉴욕주에서 롱아일랜드 

철도선에 있는 두 개의 중앙역 개선에 주요 자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복잡한 Hicksville 역 재건에 대한 1,210만 달러의 투자 계획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밖에 LIRR에서는 LIRR의 중앙역이자 주요 환승역인 

Jamaica 역에 새로운 플랫폼과 트랙에 대한 6,490만 달러의 공사 계약을 맡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ajor-investments-improve-central-hubs-long-island-rail-road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지난 6년에 걸쳐 개시되었거나 개혁된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 및 개발 프로그램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지역 지속 가능성 계획 (Cleaner, Greener Regional 

Sustainability Plans)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유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한 토지 은행법(Land Bank Act)  

 좀비 부동산 근절을 위한 입법  

 컴플리트 스트리트(Complete Streets) 디자인 이니셔티브  

 북부 활성화 이니셔티브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허드슨 밸리 농지 보존 및 (Hudson Valley Farmland Preservation) 

 서던 티어 농업 (Southern Tier Agricultural Industry) 

 개선 프로그램 (Enhancement Programs) 

 클린 에너지 커뮤니티 (Clean Energy Communities) 

 브라운필드 재개발 개혁 (Brownfield Redevelopment Reform) 

 역사적 문화재 보존 세금 공제 (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클라이밋 스마트 커뮤니티 보조금 (Climate Smart Communities Grants) 

 지역사회 위험 및 회복력에 관한 법(Community Risk and Resiliency Act)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성공에 투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저는 주지사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뉴욕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킨 뉴욕의 10개 지역협의체의 시행에 대해서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각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의 

학계, 업계 및 지역사회의 리더들이며,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역협의체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부 James S.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전례없이 스마트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전략들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모든 파트너가 뉴욕주 전역을 사람들이 살며 일하고 싶어 하는 보행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매력적이고, 다양하며, 활기찬 장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콘퍼런스를 통해서, Cuomo 주지사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 정부기관들과 변화를 만드는 현장에 있는 지역 리더들 

사이에서 모멘텀과 대화가 계속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도시 솔루션 기회부의 책임자인 Shelly Potich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제 전략의 중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의 지원으로하여 우리는 경제 성장과 우리의 

환경자원을 보유하는 선두주자로 되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계획위원회 회장 Tom W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모아 롱아일랜드가 어떻게 하면 주지사님의 새로운 교통, 복구 및 

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용할지를 토론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을 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롱아일랜드 협회장 겸 CEO Kevin Law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우리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21세기의 경제 혁신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우리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우리 지역에 대한 스마트한 투자를 이끄는 주의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콘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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