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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GAP INC.의의의의 1,200 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및및및및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사지사지사지사 확장확장확장확장 발표발표발표발표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소매소매소매소매 업체는업체는업체는업체는 다른다른다른다른 후보들을후보들을후보들을후보들을 제치고제치고제치고제치고 뉴욕을뉴욕을뉴욕을뉴욕을 선택했습니다선택했습니다선택했습니다선택했습니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자신들의자신들의자신들의자신들의 Fishkill 유통유통유통유통 

센터에센터에센터에센터에 9,600 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투자투자투자 할할할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소매 업체, Gap Inc.가 Dutchess 

카운티 Fishkill에 위치한 유통 센터를 확장하고, 향후 5 년간 1,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ap Inc.의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들을 고려 했지만 

궁극적으로 뉴욕 주에서 투자하고 성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ishkill 시설에 투자 할 수있는 Gap Inc.의 결정은 - 향후 5 년 동안이 1,200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 뉴욕의 경제 움직임에 또 다른 사인이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확장을 모색하는 회사의 새로운 관심을 받고, 그 결과 뉴욕은 

경기 침체 이후 고용 성장에 있어 전국에서 우수한 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러한 

접근이 뉴욕 시민들에게 결과를 내놓았다는 증거이며, 나는 그것이 앞으로 수년 동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ap Inc.의 글로벌 물류의 수석 부사장 Shawn Curran은 “ 우리는 뉴욕 Fishkill에서 고용주로서 

14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Gap Inc.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동북부 

유통 역량을 인프라 투자를 통해 확장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96백만 달러의 자본 투자 및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Fishkill은 계속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Fishkill 

유통 센터 캠퍼스는 동북부 지역에 걸쳐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성장기회로 인해 무척 흥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Fishkill 에 230만 평방 피트, 162백만 달러의 유통 센터를 구축한 Gap Inc.는 센터에 

적용될 새로운 공정과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계 및 장비의 구입을 포함하여, 

이 센터의 리노베이션과 확장에 9천 6백만달러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와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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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Empire State Development은 성과중심의 뉴욕 주 세액공제(Excelsior 

Jobs Tax Credits)에 최대 12백만 달러를 이 회사에 제공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약속에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Dutchess 카운티 산업 개발기구(Dutchess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책정될 조세협정지역의 기존 납부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Gap Inc.는 직원교육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Gap Inc.는 소매 업계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뉴욕 주에서 현재의 유통 센터를 성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개선 된 비즈니스 환경을 강조해 줍니다.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Dutchess 

카운티의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제공하고 추가로 지역 사회에서 Gap의 존재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utchess 카운티 간부 Marcus J. Molinaro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Dutchess 카운티에서의 Gap Inc.의 중요한 투자는 Dutchess 카운티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Hudson Valley 지역의 유통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보호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Dutchess 카운티의 실업률은 연방과 다른 주들에 비해 낮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확장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후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Terry Gipson은 “Gap Inc.의 Fishkill 공장에서 창출될 1,200개의 좋은 지역의 일자리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스마트 투자를 한 좋은 예시 입니다. 뉴욕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덜 들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나는 Gap Inc.이 

Dutchess 카운티에 중요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준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하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 시키기 위해 계속 그와 우리 지역의 대표들과 

작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ishkill 시장 James J. Miccio는 “ Fishkill 및 Dutchess 카운티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대단한 일입니다. Gap Inc.는 좋은 이웃기업으로 지내왔고 우리는 정말 이 

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ishkill 관리자 Robert LaColla는 “우리는 뉴욕의 전형적인 세금 부담이 어떻게 뉴욕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ishkill 이곳에서 Gap Inc.이 사업을 성장 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사무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therine A. Maloney, Dutchess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의 CEO 및 대표는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보람찬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Gap Inc.가 Dutchess 카운티에서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 및 지역 경제 발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매력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는 것은 회사들이 Dutchess 카운티에서 투자를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고용의 비약적인 

증가는 남부 Dutchess 경제의 재활성화 및 지역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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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Daniels III, Dutchess 카운티 산업 개발기구의 의장은 “우리는 함께 Dutchess 카운티에 중요한 

새로운 자본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올 금융 인센티브 패키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와 카운티 팀의 

일원임을 매우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1999년 Dutchess 카운티의 Gap Inc.의 162백만 달러 초기 

투자는 주에서 가장 큰 민간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며, 참고로 그 당시 거의 18백만달러의 세액이 

지역 학교, 화재, 도서관, 마을 과세 관할 구역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투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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