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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IME WARNER CABLE이이이이 SYRACUSE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95개개개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 비어비어비어비어 있었던있었던있었던있었던 Dewitt 쇼핑쇼핑쇼핑쇼핑 센터센터센터센터 빈빈빈빈 공간에공간에공간에공간에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센터센터센터센터 건립건립건립건립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요 통신사 겸 서비스 제공업체인 Time Warner Cable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Dewitt 쇼핑 센터 빈 공간에 약 730만달러의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향후 4년 동안 9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Time Warner Cable의 주거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현지 시설과 함께 171개의 기존 Syracuse 지역 일자리를 이 새로운 시설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 계약 및 Onondaga 카운티의 IDA 매출세 혜택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Cuomo 주지사는 “Time Warner Cable의 확장은 Syracuse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에 투자해 온 한 유명 회사는 약 

20여 년 간 비어 있던 공간에서 북부 뉴욕주에 걸쳐 전부를 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활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Time Warner Cable이 우리 주민과 소비자들에게 쏟아 부은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이 계획이 앞으로 진전되어 센트럴 뉴욕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Time Warner Cable Business Class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혁신 책임자인 Ken Fitzpatrick는 “당사의 

급속한 성장이 뉴욕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 시설은 북동 지역에 걸쳐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센트럴 뉴욕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로 우리의 강한 존재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4년 봄에 입주 예정인 Erie 대로의 최신 다목적 센터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Time Warner Cable의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Time Warner Cable 사상 최초의 통합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비어 있고 활용도가 저조한 쇼핑 센터의 

지상층 공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Time Warner Cable은 제안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주정부로부터 성과를 토대로 

Excelsior Jobs Program 세액공제에서 최대 2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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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오늘 Time Warner Cable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ime Warner Cable은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Dewitt 쇼핑 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Syracuse 지역에 수십 개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Joanie Mahoney는 “Time Warner Cable의 확장은 뉴욕과 Onondaga 

카운티가 사업하기 좋은 곳임을 입증하며, Cuomo 주지사와 그의 팀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Time Warner Cable은 어디든 확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회사가 이곳 Onondaga 카운티에서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Onondaga 카운티에 대한 Time Warner Cable의 노력과 뉴욕주 북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원 의원 David J. Valesky는 “이것은 일자리와 빈 공간의 활성화라는 양쪽 관점에서 센트럴 뉴욕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ime Warner Cable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쏟아 부은 노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것은 국가적 수준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원 의원 Samuel Roberts는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투자로, Syracuse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에서 Time Warner Cable의 오랜 존재를 더해줍니다. 2013년 6월 Cuomo 주지사와 

Time Warner Cable은 자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Buffalo시 소재 전 Sheehan 병원 지역의 최첨단 

콜센터에 뉴욕 서부 지역 기업 고객 서비스 운영을 통합하여 앞으로 5년 간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에 걸쳐 10,00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Time Warner Cable에에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Time Warner Cable Inc.(NYSE: TWC)는 엔터테인먼트, 정보 등 1,500만여 명의 고객들을 연결하는 

미국 최대 영상,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Time Warner Cable Business 

Class는 중견 및 대기업에게는 데이터, 영상 및 음성 서비스를, 무선 통신 사업자에게는 셀 타워 

백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지원 호스팅, 매니지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ime Warner Cable 광고의 오른팔인 Time Warner Cable Media는 국가, 지역 

및 현지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광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ime Warner Cable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wc.com, www.twcbc.com 및 www.twcmedi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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