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2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ORNING이이이이 조업을조업을조업을조업을 확대할확대할확대할확대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Canton 설비에서설비에서설비에서설비에서 40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2100여만여만여만여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저가저가저가저가 수력수력수력수력 배정배정배정배정 

및및및및 세금세금세금세금 감면감면감면감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Corning이 St. Lawrence 카운티 소재 Canton 설비에서의 40개의 새 

일자리 창출 및 2100여만 달러의 자본 확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가 수력 배정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전력청(NYPA)으로부터 2.1메가와트(MW)의 전력을 

배정받았으며 추가 창고와 반도체 산업이 사용하는 고용융 실리카 글래스의 생산 증대를 수용하기 

위해 30,700 평방피트를 추가할 것입니다. 

 

“주의 수력 인센티브 같은 노력 덕분에 더 많은 회사들이 확장하기 위해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NYPA의 저가 에너지 배정은 

Corning 같은 기업이 뉴욕주에서 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결과는 

Canton 같은 지역사회들이 즉각 느낍니다. 이것은 업스테이트 뉴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의 

또 다른 예입니다.” 

 

Corning은 특수 유리와 세라믹에서 세계적 리더인데 뉴욕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Canton 설비에서의 생산을 크게 늘리기 위해 설비를 23,500 평방피트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설비는 컴퓨터, 셀폰 및 기타 전자제품용 마이크로칩을 공급합니다. 

7,200평방피트의 창고도 이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Corning은 확장 프로젝트의 건설 시작을 위한 

정식 기공식을 다음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력은 7년 계약에 의거 Corning에게 제공될 것인데 Preservation Power로 알려진 St. Lawrence 

전기 블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미 추가되고 있는 새 영구 일자리 이외에 이 회사의 자본 투자는 수 

십개의 임시 건설 일자리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Excelsior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감면으로 $750,000를 이 

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n 

Corning의 Canton 설비는 ReCharge NY 전력의 2.2 MW 배정을 받는 데, 그것은 이 회사가 약 2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12년 4월에 NYPA 이사회가 승인하였습니다. 

ReCharge NY은 Cuomo 지사가 주도한 입법에 의거 저가 전력을 제공하는 전주적 프로그램으로서 

380,000여개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NYPA의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 Lawrence-FDR 발전소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긴요한 것입니다. NYPA가 저가 수력을 최대의 결과를 낼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데 Corning이 이 지역에서 40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정확하게 큰 결과입니다.” 

 

NYPA 이사 Eugene L. Nicandr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nton에서 조업을 확장하려는 

Corning의 결정은 분명히 희소식입니다. St. Lawrence 수력발전소가 North Country에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것은 완벽한 결혼입니다.” 

 

ESD 총재, CEO & 커미셔너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PA의 저가 전력 배정과 

함께 ESD의 본 프로젝트 지원은 Corning이 이 투자를 하여 이러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움으로써 North Country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Corning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기존 설비 

확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독특한 자산과 유능한 인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Corning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담당 이사 Patrick Jack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PA의 이 

배정으로 Canton 공장의 주요 지출 항목인 Corning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위한 ESD의 지원은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입니다. Corning을 대표하여 

저는 우리 회사를 고려해주신 NYPA 이사회의 Gil Quiniones, Empire State Development의 Ken 

Adams와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uomo 행정부의 지도 아래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여 뉴욕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주 법률에 의거 St. Lawrence 수력발전소로부터 뉴욕주 북부 지역 기업에 전력을 배정하는 것은 

Franklin, Jefferson 및 St. Lawrence 카운티의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전기는 지역의 도매 시장 

가격보다 현재 40% 더 싼 가격에 제공됩니다. Preservation Power 배정은 현재 St. Lawrence 

카운티에 수 백개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Joseph Griff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Corning이 St. Lawrence 카운티에서 

조업을 성장시키기로 약속하여 기쁩니다. 2100만 달러의 자본 개선은 우리 지역의 건설 관련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40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해당 근로자, 

그 가족과 Canton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Addie Russ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orth Country의 그렇게 잘 확립된 기업이 

확장하도록 마중물을 붓고,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보존 전력이 활용되는 것은 

환상적입니다. Corning의 첨단 기술, 그 유능한 인력과 주 및 NYPA와의 제휴는 승리의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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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Corning의 노고와 North Country에서의 확장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원의원 Ken Blankenbus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에너지 프로그램 때문에 

Corning, Inc.가 여기 St. Lawrence 카운티에서 조업을 확대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 경제를 

소생시키도록 돕는지를 보니 격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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