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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OCKPORT에서에서에서에서 진행되는진행되는진행되는진행되는 YAHOO의의의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첨단첨단첨단첨단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및및및및 고객고객고객고객 관리관리관리관리 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 

기공식을기공식을기공식을기공식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115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과창출과창출과창출과 1억억억억 7,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신규신규신규신규 투자투자투자투자 유치로유치로유치로유치로 확대확대확대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Yahoo가 Lockport 타운에 자사의 East Coast 데이터센터 컴플렉스 

증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센터 수용 

인원이 더 늘어나고 24시간 고객 관리 콜센터가 새롭게 마련되어 연봉이 높은 115개의 신규 

일자리와 1억 7,00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Lockport에서의 영업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Yahoo의 결정은 뉴욕이 민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증대 활동에서 성과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칼리지와 같은 강력한 자산, 값싼 수력전기, 헌신적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Western New York은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잘 부합하는 곳입니다. 오늘 

기공식으로 이곳 커뮤니티에는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뜻 깊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Yahoo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Yahoo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15만 평방미터로 확장하는 데 7.2 

메가와트(MW)의 값싼 수력전기를 배정해줄 것입니다. 지난 3월 NYPA 이사회가 승인한 수력전기 

배정은 데이터센터가 현재 받고 있는 16 MW의 수력전기 외에 따로 받는 용량입니다. NYPA와 

Yahoo의 고위 경영진들은 지난 금요일 증축 예정지에서 지방 선출직 관리와 경제개발관리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Yahoo는 전세계적으로 5억여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통합 

인터넷 서비스 업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ahoo는 뉴욕주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의 좋은 사례입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Yahoo는 Western New York를 위해서 현지 인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지역이 사업하기에 좋은 곳임을 알리는 일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Lockport에 대한 증축 계획과 새로운 고객 관리 데이터센터 유치 결정으로 이곳 Western 

New York에서의 경제적 가속도와 에너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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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욕의 Lockport에 우리 팀과 시설을 증축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Yahoo 데이터센터 사업부의 Richard Kropfl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Western New York은 우리에게 

멋진 곳이고 대단히 재능이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자 수력전기를 통한 청정 에너지와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온화한 기후는 데이터센터에 에너지 효율적인 무료 냉각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ockport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그리고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Yahoo는 웹과 전세계의 모바일 장치로 검색, 콘텐트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또한 Yahoo는 무료 검색 기능 외에도 사용자에게 Yahoo 뉴스, 스포츠, 금융 및 연예, 

Flickr 및 20가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광고주들을 곧장 고객 기반으로 

이끌어주는 마케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Yahoo는 현재 Lockport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센터에서 1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Yahoo의 미국 쇼케이스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첨단 기술과 녹색 

시공의 최우수 사례를 통합시켜놓은 곳입니다. 이 시설의 증축과 신규 고객 콜센터는 동일한 지속 

가능한 우선순위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Lewiston에 있는 NYPA의 Niagara 수력발전소가 

생산하는 깨끗한 재생 가능 전기로 이 시설의 완전한 전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축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설계로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 공기를 적정 

수준으로 냉각하는 것에서 차갑게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Yahoo 

캠퍼스는 기존의 데이터센터와 비교해 40% 감소된 전기와 95% 감소된 용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Yahoo의 East Coast 데이터센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효율적인 Yahoo 시설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가 성능 기반의 Excelsior Jobs Program에서 200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포함해 Lockport 증축에 따른 경제개발 혜택 외에도 Yahoo는 CFGB(Community 

Foundation for Greater Buffalo)에 연간 50만 달러를 기부할 것입니다. CFGB는 Western New York을 

위해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기금은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가 식별한 

특정 우선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NYPA의 John R.  Koelme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ahoo의 증축 데이터센터와 신규 고객 

콜센터의 기공식은 Western New York의 첨단기술 경제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확대를 불러올 또 

다른 중요한 사건입니다. Western New York은 뉴욕주의 가장 큰 자산 두 가지, 다시 말해서 Niagara 

발전소의 값싼 수력전기와 실력 있는 인력들을 대거 보유한 곳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중요성은 

Yahoo의 Lockport 증축으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Yahoo가 수력전기 할당으로 

받은 지속적인 절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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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Yahoo와 같은 기업들과 주 경제의 '그린' 기술과 디지털 분야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라고 NYPA의 Gil C. Quiniones 사장 겸 

CEO가 말했습니다. “NYPA의 값싼 Niagara 수력전기는 Yahoo가 Western New York에 신규 

일자리와 주요 자본 투자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Western New York의 빠르게 성장하는 전문 서비스 부문은 Yahoo를 포함해 여러 성공 스토리로 

잘 알려졌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Kenneth Adams 사장 겸 CEO가 말했습니다. 

“Yahoo와 같은 첨단 백오피스 사업과 기술 서비스 센터는 주로 높은 품질 및 우수한 인력에 대한 

접근성과 뉴욕주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로 인해 이 지역에 들어서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Western New York에 Yahoo가 보여준 관심과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Western New York 주민으로써 

공공서비스에 바쳐온 저는 오늘 Yahoo의 신규 데이터센터 및 고객 콜센터의 기공식을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제 정치 인생은 Western New York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바쳐져왔습니다. Lockport에 수 백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하겠다는 Yahoo의 

약속, 현지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노력, 회사 시설이 들어설 커뮤니티에 

다시 되돌려주려는 모습은 뉴욕주와 Western New York이 이 회사와 함께 가꿔온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Jane Corwin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ockport와 Western New York에 대한 Yahoo의 

남다른 활동은 우리 지역이 지난 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우리 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Yahoo와 NYPA가 보여준 성공적인 모습과 활동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약속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Western New York과 Yahoo에 뜻 깊은 날입니다.”  

 

Western New York 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 겸 University at Buffalo 총장인 Satish K. Tripathi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ahoo는 우리 Western New York 지역 내 우수한 칼리지와 대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시스템 분석 및 금융 

분야를 전공한 우리의 높은 수준의 졸업생들은 
21세기 혁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WNYREDC (Western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의장이자 Larkin Development 

Group의 경영 파트너인 Howard A.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칼리지와 대학교가 

제공하는 철저한 교육으로 첨단 기술 혁신자들의 인재풀이 마련되었습니다. Lockport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려는 Yahoo의 활동은 미래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Yahoo는 우리 커뮤니티만한 곳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Lockport 타운장인 Marc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ahoo가 사업부 확대를 위해 이 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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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Lockport와 뉴욕주를 지속 가능한 그린 데이터센터 설계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신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Niagara 카운티 입법부 의장인 William L. Ros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ahoo의 사업 확장은 Cuomo 

주지사의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뉴욕주와 Niagara 카운티의 가장 큰 자원인 수력전기, 시원한 기후, 의욕 넘치는 인력들은 Yahoo가 

사업 확장이라는 결정을 내린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는 Western New York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선도지역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Lockport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는 NYPA 및 Empire State 경제개발위원회와 함께 

Yahoo의 사업 확장 계획이 지역 커뮤니티에 발생하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라고 Lockport IDA 실무국장 겸 Lockport 경제개발 국장인 David R. 

Kinyon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활동은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십의 힘을 믿어준 Cuomo 

주지사의 믿음에서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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