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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ENESEE 카운티에서의카운티에서의카운티에서의카운티에서의 U.S. GYPSUM COMPANY 확장을확장을확장을확장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다른다른다른다른 주에서의주에서의주에서의주에서의 옵션을옵션을옵션을옵션을 검토했지만검토했지만검토했지만검토했지만 Oakfield의의의의 100여여여여 년년년년 된된된된 시설에시설에시설에시설에 19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고투자하고투자하고투자하고 100여여여여 

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만들기로만들기로만들기로만들기로 결정결정결정결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요 건물 자재 업체인 USG Corporation(NYSE: USG)의 자회사인 

United States Gypsum Company가 Genesee 카운티에서의 제지 공장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G는 1902년부터 Oakfield에서 사업을 해왔으며 전국에 

소재하는 회사 소유의 제지 공장 옵션에 대해 검토한 결과, Oakfield의 기계 업그레이드와 유틸리티 

개선에 투자하여 제지 공장의 미래를 다지고 12개의 일자리 이외에 98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USG의 결정은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1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Genesee 카운티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부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 기반이 되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SG의 James S. Metcalf 사장 겸 CEP는 “USG가 Oakfield 제지 공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무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와 경제개발 파트너가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100여 년 동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온 우리의 역사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akfield 시설은 USG의 SHEETROCK® 브랜드 인조벽판을 제조했지만 이 사업은 2001년에 

중단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인조벽판의 “뒷면”에 사용할 종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인조벽판의 

전면은 흰색 종이, 뒷면은 갈색 종이를 사용합니다. Oakfield 시설은 다른 USG 소유 공장이 두 가지 

종류의 종이를 모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USG는 1900만 달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의 대가로 뉴욕주로부터 성과 기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환급금으로서 최고 $665,000와 $400,000의 자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Homes and Community Renewal)으로부터 $180,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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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을 받았으며 현재 전기 기반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National 

Grid의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Oakfield 제지 공장은 매일 250톤의 골판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뉴욕주의 주요 재활용 업체입니다.  

 

ESD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씨는 “USG의 Genesee 카운티 투자는 뉴욕주가 경쟁력 

있는 곳이며 뉴욕을 부활시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SD가 다른 주 기관 및 National Grid와 협력하여 뉴욕주에서의 USG의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앞장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HCR) 담당 국장 겸 CEO인 Darryl C. Towns씨는 “Cuomo 주지사는 주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SD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Genesee 카운티와 뉴욕주 서부 지역에게 중요한 CDBG 자원을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tional Grid 지역 행정관 Dennis Elsenbeck은 “우리의 자본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Capital 

Investment Incentive Grant Program)은 성장과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USG와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전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50,000까지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Ranzenhofer 상원 의원은 “USG가 Oakfield 시설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반깁니다. 이 회사가 100여 개의 일자리와 19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은 Genesee 카운티의 

경제가 더 밝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eve Hawley 하원 의원은 하원 “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는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United States Gypsum 

Company는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이번 투자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United States Gypsum 

Company가 지역사회와 협력한 것에 감사 드리며 여기에서 펼쳐질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enesee 카운티 입법기관의 Raymond Cianfrini 회장은 “USG와 뉴욕주가 Oakfield 공장에 투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존 직원에게는 취업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USG와 제지 공장은 100여 년 동안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공장의 미래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지사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인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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