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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및 DE BLASIO 시장, 아마존 본사 프로젝트(AMAZON 

HEADQUARTERS PROJECT)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 CAC) 출범 발표  

  

아마존(Amazon) 본사 및 롱아일랜드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  

  

프로젝트 계획, 인근 지역 인프라, 인력 개발에 촛점을 맞추는 소위원회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퀸즈의 롱아일랜드에 본사를 

세울 계획인 아마존(Amazon)의 본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에 속한 회원들은 (1) 본사 및 현장의 공공 편의시설 계획, (2) 주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근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3) 이 본사에서 고용하는 25,000 

명에서 40,000 명에 이르는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3 분과의 소위원회를 통해 일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는 현지 선출직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지역사회 및 도시 

전역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의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이끄는 개발 

프로젝트들을 위해, 현지 지역사회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돕고 프로젝트 과정 

전체를 감독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조직되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시에 자리잡게 되는 

아마존(Amazon)의 새로운 본사는 우리 경제를 위해 맞이하는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입니다. 따라서 현지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개발 과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임금 일자리 수만 개가 생겨서 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고, 우리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하는 가운데, 지역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새로운 본사는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주택 단지 주민에서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뉴욕 주민이 지원할 

수 있는 25,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모아 이 중요한 계획의 

수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투자와 자원이 롱아일랜드시와 그 

이회 지역의 모든 주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존(Amazon)의 Ardine Williams 세계 운영 인적자원부(HR Worldwide Operations) 

인력 운영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재능있는 인재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알맞은, 인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뉴욕시를 선택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와의 협력을 통해, 아마존(Amazon)의 기존 직업 훈련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롱아일랜드시 주민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인근 지역에 

제공하는 25,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이르는 길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으로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 기업 일자리와 기술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설업, 건축 서비스업, 

환대산업, 기타 서비스 산업 분야의 간접적인 일자리 수천 개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 구조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의 지역사회 위원 45 명은 지방 선출직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들과 상의하여 임명되었습니다. 전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는 1월부터 

분기별로 모입니다. 3 분과의 소위원회는 계획 과정을 세우면서 대략 월별로 만나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함께,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의 Elizabeth Lusskin과 퀸즈 지역사회 위원회 2(Queens Community Board 

2)의 Denise Keehan-Smith가 프로젝트 계획 소위원회(Project Plan Subcommittee)를 

이끌게 됩니다. 이 소위원회는 새로운 본사 건설 공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프로젝트 

계획(General Project Plan) 및 문제에 관해 조언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와 

함께,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의 Melva Miller와 

헌터스 포인트 파크스 컨서번시(Hunters Point Parks Conservancy)의 Rob Basch가 

인근 지역 인프라 소위원회(Neighborhood Infrastructure Subcommittee)를 이끌게 

됩니다. 이 소위원회는 더 광범위한 롱아일랜드시 인근 지역의 인프라 우선 과제에 대해 

시정부와 주정부에 조언하고, 시정부가 최근에 롱아일랜드시 투자 전략(Long Island City 

Investment Strategy)으로 발표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아마존(Amazon)과 함께, 어번 업바운드(Urban Upbound)의 Mitchell G. Taylor 주교,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의 Gail Mellow,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이스쿨(Information Technology High School)의 Jean Woods-Powell 등이 

인력 개발 소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Subcommittee)를 이끌게 됩니다. 이 

소위원회는 아마존(Amazon)이 뉴욕시에서 만드는 25,000 개에서 40,000 개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직업 훈련을 모든 환경의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서 취업에 이르는 인력 전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와 주정부 및 시정부는 

뉴욕시 고유의 기술 교육 및 고용에 촛점을 맞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각각 500만 달러씩 총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계획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속성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 기반 학습 기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에 관련된 뉴욕주 법과 이용 목표의 적용을 받습니다. 뉴욕주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율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목표인 30 퍼센트로 

설정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는 각 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이끌 예정이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가 공동으로 직원을 배치합니다. 롱아일랜드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시 전체 인력에게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자치구 대표 다섯 

명 모두는 당연직 위원으로 인력 개발 소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Subcommittee)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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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Amazon)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검토 및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젝트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 지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모든 뉴욕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적인 기회를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시정부의 구성원 및 퀸즈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많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James 

Patchett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는 이 도시의 주민들이 롱아일랜드시에 아마존이 새로운 본사를 

설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은 롱아일랜드시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향후 오랜 기간 웨스턴 퀸즈를 강화하는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 지역 주민, 지역사회 단체,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 자치구의 Melinda Katz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지역사회가 이 역사적인 협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접 그 계획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과정에는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기존 주택 개발 지원, 뉴욕과 같이 

노동 조합이 활발한 도시에 적용되는 노동 계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우려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Catherine No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유도하는 중요한 

진행 방향과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에 봉사하는 데 

동의한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 입주, 

교통 환경 개선,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활동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하고 여러 계층이 혼재된 지역사회의 오랜 소망을 

반영한 인프라 및 인력 개발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력 개발 

소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Subcommittee)의 위원장을 맡아주신 Mitchell Taylor 

주교님과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의 Gail Mellow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 교육위원회(NYS Assembly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 겸 노동위원회(Labor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퀸즈브리지 하우지즈(Queensbridge Houses)에 대한 

지원과 자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인근 지역, 웨스턴 퀸즈의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자원 등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하면서 롱아일랜드시를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점을 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에 약속드립니다.”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의 총장인 Gail Mellow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가 우리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인력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인력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퀸즈 지역사회 위원회 2(Queens Community Board 2)의 Denise Keehan-Smith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는 이해 관계자의 사려 깊은 통찰력과 피드백을 아마존(Amazon)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시 지역사회와 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비영리 단체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번 업바운드(Urban Upbound)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Mitchell G. Taylor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시를 위해 역사적인 순간이며 노스웨스턴 

퀸즈를 위해서는 더욱 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마존(Amazon)이 자리잡게 되어, 지역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퀸즈브리지, 레이븐스우드, 애스토리아, 우드사이드 등지의 공공 주택 주민들이 

진정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소위원회 공동 위원장직을 맡은 동안, 이 

주민들이 이스트 코스트의 실리콘 밸리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토대를 우리가 

마련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의 Elizabeth Lusski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시는 매우 

다양한 여러 계층이 혼재된 지역사회입니다. 상업, 기술, 산업, 소매, 문화, 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과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 회원 및 전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만 

활용의 균형을 맞춘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큰 규모의 지역사회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및 뉴욕시를 위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개발 

기회입니다. 제대로 진행될 경우, 롱아일랜드시뿐만 아니라 향후 오랜 기간 양쪽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파크스 컨서번시(Hunters Point South Parks Conservancy)의 

Rob Basch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환경을 포함하여 우리 인프라에 필수적인 

업그레이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과 

협력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일하게 되어, 이 워터프론트에 우리가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일과 공원 및 

공공 용지를 추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시에 거주하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우리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하이스쿨(Information Technology High School)의 Jean 

Woods-Powell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 개발 소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Subcommittee)에서 봉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인 모든 뉴욕 주민에게 향후 

오랜 기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아마존(Amazon)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전략적인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뉴욕 주민이자 

교육자인 저는 우리의 훌륭한 시정부와 협력하는 혁신적인 단계에 이르러 

아마존(Amazon)과 창조적으로, 협력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일하기 위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의 전체 회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Project Plan) 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Denise Keehan-Smith, 위원장, 퀸즈 커뮤니티 위원회 2(Queens Community Board 2)  



 

 

Elizabeth Lusskin, 대표,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  

  

인근 지역 인프라(Neighborhood Infrastructure)의 공동 위원장:  

Robert Basch, 대표, 헌터스 포인트 파크스 컨서번시(Hunters Point Parks Conservancy)  

Melva Miller, 상임 부회장,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인력(Workforce) 개발 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Gail Mellow, 총장,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  

Mitchell G. Taylor 주교, 최고 경영인 겸 대표, 어번 업바운드(Urban Upbound)  

Jean Woods-Powell, 교장,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이스쿨(Information Technology 

High School)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 위원:  

Plinio Ayala, 대표 겸 최고 경영자, 퍼 스칼라스(Per Scholas)  

Antonios Benetatos, 회장 당선인, 더치 킬스 시민 협회(Dutch Kills Civic Association)  

Kyle Bragg, 회계 책임자, 서비스 종원원 국제 연합 32BJ 지부(32BJ SEIU)  

Paul Camilierri, 롱아일랜드시 주민  

Gianna Cerbone, 소유주, 맨듀카티스 레스토랑(Manducatis Restaurant)  

Meghan Cirrito, 이사회 의장, 갠트리 페어런츠 협회(Gantry Parents Association)  

Claudia Coger, 회장, 애스토리아 하우지즈 세입자 협회(Astoria Houses Tenant 

Association)  

Lisa Ann Deller, 토지 이용 담당 위원장, 퀸즈 지역사회 위원회 2(Queens Community 

Board 2)  

Paul Finnegan, 사무총장, 뉴욕 아이리시 센터(New York Irish Center)  

Angie Kamath, 평생 교육 및 인력 개발 담당 학장, 뉴욕 시립 대학교(CUNY)  

Tesa Fitzgerald 수녀, 사무총장, 아워 칠드런(Hour Children)  

Debra-Ellen Glickstein, 사무총장, 뉴욕시 키즈 라이즈(NYC Kids RISE)  

Tom Grech, 대표 겸 최고 경영자, 퀸즈 상공회의소(Queens Chamber of Commerce)  

Kenny Greenberg, 네온 아티스트 겸 CB2 회원  

Chris Hanway, 사무총장, Jacob A. Riis 세틀먼트 하우스(Jacob A. Riis Settlement 

House)  

Jukay Hsu,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퍼숫(Pursuit)  

Richard Khuzami, 회장, 올드 애스토리아 네이버후드 협회(Old Astoria Neighborhood 

Association)  

Debby King, 이전 국장, 1199 트레이닝 펀드(1199 Training Fund) 이사 겸 롱아일랜드시 

주민  

Sheila Lewandowski, 사무총장, 더 초콜릿 팩토리 시어터(The Chocolate Factory 

Theater)  

Corwin Mason 목사, 커뮤니티 처치 어브 애스토리아(Community Church of Astoria)  

Annie Cotton Morris, 회장, 우드사이드 하우지즈 세입자 협회(Woodside Houses Tenant 

Association)  



 

 

Joey Ortiz, 사무총장, 뉴욕시 고용 및 훈련 연합(NYC Employment and Training 

Coalition)  

Tom Paino, 대표, 헌터스 포인트 커뮤니티 연합(Hunters Point Community Coalition)  

Santos Rodriguez, 지역사회 업무 및 전략 프로그램 담당 이사, 뉴욕시 건축건설업 

협의회(NYC Building Trades Council)  

Julie Samuels, 사무총장, 테크뉴욕시(TechNYC)  

Carlo Scissura, 대표 겸 최고 경영자, 뉴욕 건축 회의(New York Building Congress)  

Seema Shah, 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 담당 이사,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  

April Simpson, 회장, 퀸즈브리지 하우지즈 세입자 협회(Queensbridge Houses Tenant 

Association)  

Alvarez Symonette, 수석 보좌관, 레이디 엠 컨팩션스(Lady M Confections)  

Marie Torniali, 위원장, 퀸즈 지역사회 위원회 1(Queens Community Board 1)  

Matthew Troy, 사무총장, 퀸즈 소재 버라이어티 보이스 앤 걸스 클럽(Variety Boys & 

Girls Club, Queens)  

Andre Ward, 고용 서비스 및 교육 담당 부대표, 더 포춘 소사이어티(The Fortune 

Society)  

Carol Wilkins, 회장, 레이븐스우드 하우지즈 세입자 협회(Ravenswood Houses Tenant 

Association)  

Tom Wright, 대표 겸 최고 경영자, 지역별 기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Frank Wu, 교통 및 안전 위원회(Transportation and Safety Committee) 위원장, 코트 

스퀘어 시민 협회(Court Square Civic Association)  

Kathryn S.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Judith Zangwill, 사무총장, 서니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시스(Sunnyside Community 

Services)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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