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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체스터에서 지역 지속 가능 개발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 개최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지역 선출 공무원, 비즈니스 리더들이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경제
성장 전략 공유
주 정부 보조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톱 자료 역할을 수행할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핸드북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함: www.ny.gov/growth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우리 주의 제6차 지역 지속 가능성 콘퍼런스의 성공을
발표했으며, 이 콘퍼런스에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의 성공적 경제 성장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들, 지역 선출 공무원들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돕기 위해
지방 정부와 비영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주 전역에 걸친
노력의 일환입니다. 콘퍼런스 동안, Cuomo 주지사는 100개 이상의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완비된 명단에 대한 배경 정보와 웹 링크를 제공하면서, 주 정부
보조금들에 대한 원스톱 자료 역할을 하는 새로운 핸드북을 소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부터 지역의 급성장하는
포토닉스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부는 핑거 레이크스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데 종합적 접근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계획은
성장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게 만들며, 미래 하이테크 산업의
리더로서 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로체스터를 새로운 경제 발전의 시대로
진입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다가올 미래에
로체스터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지속가능 개발 및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는 당시에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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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 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를 통해서 그 성공을 보여준,
이러한 상향식 접근방식의 우수한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3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여 지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이래, 이 지역은 158,0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이는 2016년 9월 현재 민간 부문 일자리의 총계를
3,066,700개로 만들면서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했으며, 2010년 9월의 7.7%에서 올해 같은 시기 동안 4.6%로 감소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전략적 투자가 지역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왔으며, 이것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모든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비전 덕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의 창출과 보호에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시동을 걸며, 농촌 지역사회를 강화시켜왔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콘퍼런스들은 그 성공을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협력 거버넌스 콘퍼런스 중, 발표자와 패널은 토의 시간을 이용하여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어떻게 뉴욕주가 계속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지역사회 설립을 위해 파트너로서 봉사하고, 또 상향식 경제 개발 노력을 활성화할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명의 지속가능 개발 전문가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Elaine Kamarck – 브루킹스 연구소의 Center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설립 이사 겸 Why Presidents Fail and How They Can Succeed Again 저자
 Nabil Nasr 박사 – 로체스터 기술 연구소의 Golisano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이사
로체스터에 있는 동안, Cuomo 주지사는 American Packaging Corporation이 먼로
카운티에 366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게 될 새로운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칠리 타운의 비버 로드에 세워지는 350,000평방피트 시설의 건설을 통해
104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아울러 이는 로체스터시에 있는 이 회사의
공장에서 현재 일하는 170명의 근로자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아이오와로 이전할 것을 검토한 후에, American Packaging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전략 계획을 통한 업스테이트 활성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강조와 아울러 그 밖의 지역적 지원 노력 덕분에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남아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퍼런스 동안, 핑거 레이크스에 있는 위기에 처한 5,50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9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1,01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며,
프로젝트들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보존을 지원하고, 영구적인 보존 지역권
이용을 통해서 농지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지난 6년 이상 개시되었거나 개혁된 다른 지속가능성 및
개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지역 지속가능성 계획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유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한 토지 은행법(Land Bank Act)

 좀비 부동산 근절을 위한 입법
 통합 도로(Complete Streets) 디자인 계획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허드슨 밸리 농지 보존 및 서던 티어 농업 개선 프로그램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브라운필드 재개발 개혁
 역사적 문화재 보존 세금 공제
 Climate Smart 지역사회 보조금
 지역사회 위험 및 복구에 관한 법(Community Risk and Resiliency Act)

브루킹스 연구소의 Center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설립 이사이자 Why
Presidents Fail and How They Can Succeed Again의 저자인 Elaine Kamar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핑거 레이크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속한 발전에 감명을 받습니다. Clinton 행정부 및 이를
재창조하는 정부에서 우리가 함께 한 일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 뉴욕에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저는 오늘 감동적이고 다양한 참가자 집단과 함께 우리의 성취 사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와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체스터 기술 연구소의 Golisano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부원장 겸 이사 Nabil
Nas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Center for Integrated Manufacturing Studies와
보다 최근에는 Golisano Institute for Sustainability를 통해서, RIT는 지속 가능성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허브가 됨에 있어서 강력한 유산을 구축해왔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그리고 오늘의 콘퍼런스와 같은 포럼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혁신과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우리 지역과 지도자에 대한
주요한 경제적 추진체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정부 및 산업계와 함께
핵심적 파트너로서 계속 번성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 지도자 Joseph More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청정 에너지 계획의 리더이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아이디어를 계속 구현하고, 이 긍정적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과 우리 주 전역에
걸쳐 참석한 창의적 인재들을 규합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원과 함께,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 성장과 성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저는 로체스터
이곳에서 부흥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상원의원 Joseph E. Rob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지형을 지속 가능성의 모델로 변모시키도록 돕고 있는 지역 리더들과 현명한 성장
전문가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항상 미래를 주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돕게 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추진하는 주지사의 전념 덕분에,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 Cheryl Dinolf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례 없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원과

전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업계 리더들과 사업체 소유자들을 함께 규합함으로써, 주지사는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Lovely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똑똑한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로체스터 바로 이곳의 선도적인 산업들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우리의 지속적
성장을 강화하고,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업계 리더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회장 겸 CEO인 Robert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는 우리의 하이테크 및 청정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함으로써 혁신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이와 같은 경제적 부흥의 뒤에서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높은
지식 수준의 사업체와 연구소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 지역과 우리 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리더들과
함께 협력한 점에 대해서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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