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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DIVERSIFIED MANUFACTURING의의의의 확장과확장과확장과확장과 13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보존을보존을보존을보존을 발표발표발표발표 

 

확장은확장은확장은확장은 뉴욕뉴욕뉴욕뉴욕 전력청의전력청의전력청의전력청의 전력전력전력전력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지원되었습니다지원되었습니다지원되었습니다지원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ockport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인 Diversified 

Manufacturing의 확장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30개의 일자리를 보존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의 5백만 달러의 프로젝트 중 뉴욕 전력청(NYPA)에서 45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의 완료는 Diversified Manufacturing과 지역 경제를 위해 중요한 

성과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서부 뉴욕 전력 지원 사업의 첫 번째 전체 실현 

확장으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주 정부가 지역비즈니스와 뉴욕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생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첫걸음에 대해 Diversified Manufacturing을 

축하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에 있어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전력 발전, 우주 항공, 의료 및 제약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전체 범위를 제공하는 

Diversified Manufacturing는, 자사의 12 만 평방 피트의 Lockport 공장에 45,000 평방 피트의 높은 만 

추가를 완료했습니다. 

 

Diversified Manufacturing’의 확장에 관한 회사 최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시설에 관한 사진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iversified 및 다른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NYPA의 자금은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의 사용되지 않는 

전력의 순이익에서 기인합니다. 전력 도매 시장에 판매되어 서부 뉴욕 전력 지원 법안에 적용되어 

서부 뉴욕의 자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서부 뉴욕 전력 지원 할당 

위원회(WNYPPAB)의 추천을 따라 2013년 5월에 이 업체에 수여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력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우리의 Lockport 시설의 주요 확장의 성격과 크기를 감안할 때, 장비의 중요한 일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뉴욕 전력청의 수요 보조금의 적절한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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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ed Manufacturing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 Brian Costello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아가라 카운티 산업 개발 기구, Greater Lockport Development 회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사와 우리의 오랜 은행 파트너인 M&T 은행의 귀중한 지원과 함께,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John R. Koelmel, NYPA 회장, WNYPPAB 회원이자 서부 뉴욕 거주자는 “NYPA 이사이자 서부 뉴욕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회원으로, 저는 이 중요한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역학에 독특한 시각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의 행사는 프로그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이며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il C. Quiniones, NYPA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는 “Diversified Manufacturing는 1년 전에 우리의 

서부 뉴욕 전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처음 선택된 기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이 확장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가 서부 뉴욕의 경제 개발을 위한 초석의 방법으로 무수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부 뉴욕 전력 지원 위원회의 작업은 Diversified Manufacturing같은 첨단 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적인 지원을 하면서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우리 지역의 우선 순위와 

일치합니다.”라고 서부 뉴욕 전력 지원 할당 위원회 의장 Anthony J. Colucci III이 말했습니다. “할당 

위원회를 통해 Cuomo 주지사와 주 의회는 가능한 유지하고, 서부 뉴욕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Diversified Manufacturing의 확장 등 사업에 필요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Diversified Manufacturing는 Lockport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확장은 이 지역 사회에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지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자본화를 활용하는 법을 

저술할 때 우리가 구상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생산한 수력 발전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ane Corwin은 “이는 지역 비즈니스가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뉴욕 주에서는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을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하고 저는 뉴욕을 더욱 경쟁력이 있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업, 기관 및 위원회의 임원으로, 저는 뉴욕 전력청에서 Diversified 

Manufacturing 같은 가치 있는 업체로의 보조금 할당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부 

뉴욕에 있어 Lockport 비즈니스의 공헌을 칭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및 전기(RG&E)는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전기 인프라 개선을 위해 8만 8천 

달러의 경제 개발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NYSEG 및 RG&E은 Iberdrola USA의 자회사이며 북부 

뉴욕의 대부분에 전기와 천연 가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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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G 및 RG&E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 Mark S. Lynch는 “우리는 Diversified Manufacturing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부 뉴욕에서의 공헌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NYPA의 

지원을 보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우리가 경제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쉽게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은 북부 뉴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자본 투자의 우수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체의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는 주 의회에서 평가되었고, 자격 신청자는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에서 30마일 반경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사업은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서 

다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지원이 서부 뉴욕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전략과 우선 순위에 일치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수상자와 계약은 자금이 명시된 경제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Diversified Manufacturing는 또한 서부 뉴욕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회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2012년 10월에 NYPA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ReCharge NY 전력의 200Kw에 가까운 할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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