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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ORLEAN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BRUNNER INTERNATIONAL사의사의사의사의 확장확장확장확장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발표발표발표 

 

회사는회사는회사는회사는 35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만들고만들고만들고만들고 36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방지방지방지방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유지유지유지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edina의 Brunner International, Empire State Development (ESD)과 

Orleans Economic Development Agency의 지원을 받아 뉴욕은 수백만 달러의 확장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천만 달러 투자는 Brunner Bates가의 부지에 새로운 48,000 평방 피트 

건물의 건설을 포함하고, 3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363개를 유지합니다. Brunner는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부품의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생산업체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아닌 뉴욕 

주에서 현재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부 경제를 성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는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웨스턴 뉴욕 지역의 

제조업을 강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하고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장 프로젝트는 다른 주로 옮기지 않고 뉴욕에서 성장하기로 한 

Brunner가 생산과 증대시키고 이 지역의 뛰어난 노동인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와 함께 협력을 한 Orleans Economic Development Agency을 칭찬하고, 

앞으로 뉴욕 북부의 Brunner의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전력당국(New York Power Authority)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의 뛰어난 협업을 통해 Medina의 Brunner 

International사의 확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Orleans County EDA CEO/CFO Jim Whipple이 

말했습니다. “Ridgeway와 The Army Corp of Engineers의 마을은 앞으로 허가 과정으로 이동하는 

작업의 공동 목표를 가진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필요를 이해하고 Brunner의 진취적인 부지 개발 타임 라인을 수용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Brunner International Brunner 부사장 Brad MacDonald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누리는 

것을Brunner 직원의 재능과 근무 윤리 및 무결성들이 작업에 가져 오는 특성을 공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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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부 뉴욕의 능력 기반의 강화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Medina 작업의 

확장은 Brunner에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역 및 주 당국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Orleans 카운티에서의 확장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rleans 카운티 EDA는 다른 주의 경제 개발 기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Orleans 카운티의 확장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확장된 작업 계획을 빠르게 

추적하는 것은 Brunner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초기 2015년 건물 및 배송 제품을 

시작하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Brunner는 Brunner를 전략적 파트너를 수용할 다른 

지역의 여러 부지를 평가 한 후 Medina에 시설 확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unner는 제안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성과 중심의 Excelsior Jobs 

Program의 최대 750,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Orleans 카운티 경제 개발 기관은 

현재 지역의 인센티브 패키지 작업과 Brunner의 급속한 확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및 위원인 Kenneth Adams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Medinad에서 Brunner의 세계의 확장을 주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제조의 전례 및 기술 혁신은 Brunner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번성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주에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결정을 하는 두 가지 이유 입니다.”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저는 현재의 시설에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결정한 Brunner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가 비용인 지역에서 생산된 수력 발전이 지역 

경제에 투자하고 강화하는 좋은 예입니다.” 

 

하원 의원 Stephen Hawley는 “Brunner 시설의 확장은 Medina 지역 사회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고군분투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장은 이미 메디나 Orleans 카운티에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완성된 확장을 빨리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Orleans 카운티 입법 의장 David Callard는 “Brunner International는 Orleans 카운티에서 최고의 

고용주 중 하나이며 저는 그것이 뉴욕 주와 Orleans Economic Development Agency의 지원의 감사를 

확대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카운티로 좋은 일자리와 민간 투자를 

가져와 배당금을 지불하는 우수한 프로젝트입니다.” 

 

Ridgeway 타운 관리자 Brian Napoli는 “Brunner International는 오랫동안 존경 받아온 기업 

시민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Orleans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 윤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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