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도권에수도권에수도권에수도권에 M&G DURAVENT, INC. 확대확대확대확대 발표발표발표발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통해통해통해통해 Albany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58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유지되며유지되며유지되며유지되며 103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새로새로새로새로 창출됩니다창출됩니다창출됩니다창출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배기 산업 분야의 기술 리더인 M&G DuraVent, Inc.가 생산 가동 

시스템을 확대하고 뉴욕주로 이전함에 따라 Albany 카운티에 58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103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uraVent의 새로운 제조 시설은 4월 24일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Albany 카운티로 확대하고 뉴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DuraVent의 결정은 

수도권 지역에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발표는 전국의 사업체가 뉴욕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장소로 다시 주목한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G DuraVent Albany 부회장이자 총괄 책임자인 Michael Wolfe는 “모든 사람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래를 대비해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PolyPro 생산을 착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기 시스템 제조 공장 확대의 일환으로 DuraVent는 Colonie 타운지역의 Jupiter Lane에 있는 

140,000평방피트의 시설을 임대하여 개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의 규모는 이전에 Pearl Street에 

있었던 65,000평방미터의 시설보다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Albany의 시설이 이전에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 지역에서 담당했던 제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은 향후 M&G DuraVent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응축형 가스 기기의 공학적 대안이 되는 

PolyPro®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배기에 맞게 제조된 PolyPro는 100% 

재활용할 수 있고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 염화물 또는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연소 시 유해 

가스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치는 이전의 Pearl Street 위치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그대로 회사를 다닐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Excelsior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를 통해 DuraVent에 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은 확대 사업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Albany 카운티에 416,000달러를 뉴욕주 커뮤니티 개발 블록 조성금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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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 뉴욕주 노동부는 Cuomo 주지사의 주의회 이니셔티브와 통합 자금 

신청(CFA) 프로세스를 통해 DuraVent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50,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겸 CEO이자 커미셔너로 활동하는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더 많은 제조 회사가 뉴욕을 선택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경쟁에도 불구하고 DuraVent가 수도권에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로 

선택한 것은 이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 이 지역을 사업 운영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DuraVent의 지역적 확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의 커미셔너이자 CEO인 Darryl C. Towns는”DuraVent의 수도권 확대 

사업은 경제 개발에 대한 전념하는 Cuomo 주지사가 주도한 뉴욕의 또 다른 사업 성공 사례입니다. 

주 자원 및 프로그램과 협력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업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뉴욕주 

도처에 있는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활력에 전념할 수 있으며, 뉴욕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청장 Peter M. Rivera는 “뉴욕의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Cuomo 주지사 덕분에 경제 

상황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훈련 프로그램은 단지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직원이 우리와 교류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any 카운티 행정관 Daniel P. McCoy는 “Albany 카운티는 DuraVent가 수도권에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사무실은 앞으로도 계속 Andrew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과 협력하여 카운티 거주민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lbany 카운티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G DuraVent 소개소개소개소개 

M&G DuraVent는 배기 산업의 기술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항상 혁신적인 배기 

시스템을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DuraVent는 신흥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DuraVent는 몇몇 제품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최점단 배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재와 독보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 DuraVent 

제품은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전문 배기 제품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DuraVent의 공학적 우수성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업계에 최첨단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오늘날 난방 제품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uravent.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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