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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코닝 인코포레이티드가 먼로 카운티에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1억 

3,9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운영 확대로 페어포트 빌리지와 게이츠 타운에 27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반도체 시장의 공급 수요에 대응  

  

뉴욕주는 500만 달러를 지원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로 뉴욕주의 투자 보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닝 인코포레이티드(Corning Incorporated)의 웨스턴 

뉴욕 운영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먼로 카운티의 두 

곳에서 운영을 확대하여 빠르게 늘어나는 반도체 시장 공급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공급 

체인에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코닝의 사업 확장으로 페어포트 빌리지에 27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해당 시설은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운영 및 제조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인근에 우수 개발 엔지니어링 센터(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 of Excellence)를 신설합니다. 또한, 코닝은 새로운 레이저 

광학(Laser Optics) 생산 설비를 게이츠 타운 젯뷰 드라이브에 마련하며, 2023년 완공 

목표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은 뉴욕주 제조 산업에서 약 170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특수 유리와 세라믹 부문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반도체 제조의 국가적인 허브로서 뉴욕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 기업의 성장을 뉴욕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저는 먼로 

카운티에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코닝은 전 세계적인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optics, photonics, and imaging, OPI) 

중심지인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첨단 광학(Advanced Optics)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AIM 포토닉스 검사, 조립, 패키징(AIM Photonics Testing, Assembly and 

Packaging) 시설의 본거지 일뿐만 아니라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의 

광학 연구소(Institute of Optics), 로체스터 기술 연구소(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00 개가 넘는 지역 OPI 기업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OPI 

사업을 개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최상의 숙련된 노동력, 기술 기반, 지원 네트워크, 

자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닝의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또는 "칩"이 

부족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에서 강력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뉴욕주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Wendell P. Weeks 코닝 대표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에 이르기 까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의 근본입니다. 

코닝은 50년이 넘도록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업 확장을 통해 칩 

제조 전 과정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키는 한편,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산업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코닝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뉴욕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주 전역에서 

7,000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약 6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Jobs Tax Credits)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약정의 대가로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코닝의 사업 확장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은 1억 3,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과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모두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와 확장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먼로 카운티에 대한 기업의 오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코닝과 같은 기업은 이 지역 광학 산업의 강점과 함께 반도체 제조에 대한 

주정부의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합에 역량 있는 인재가 더해져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의 프로젝트로 270개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억 3,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먼로 

카운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는 레이저 광학 부문의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업스테이트 뉴욕은 반도체 제조의 허브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로체스터는 그 어느 곳에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인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먼로 

카운티와 미국의 기술 제조 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에 박수를 

보냅니다. 로체스터는 명실상부하게 광학 부문의 세계적 리더이며, 새로운 사업 확장은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Kirsti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 3,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먼로 카운티에 있어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칩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닝의 운영 확장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 뉴욕에서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Joe Morell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학과 포토닉스 산업은 글로벌 

혁신에서 우리 지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코닝이 사업을 

확장할 장소로 먼로 카운티를 선택하여 성장하는 하이테크 경제를 강화하고 수백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도 감사드리며, 

일자리 창출과 능력 있는 인재 양성,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의 게이츠 

타운 입성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서 코닝은 반도체 산업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역량이 있으며,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터 

로체스터가 광학 부문의 세계적인 중심지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공헌해 주신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회사와 Hochul 주지사님이 발표한 

사안은 로체스터 지역이 강하고 다양하며 숙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경제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의 성장과 먼로 카운티 캠퍼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Jen Lunsfor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코닝 첨단 광학 

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코닝의 페어포트 사무실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광학 부문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훈련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은 사업 확장에 알맞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알아봐주신 코닝에 감사드립니다. 페어포트의 신규 

일자리는 우리 지역사회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Demond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이츠 타운과 로체스터 시를 위해 

일하는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중요한 투자를 진행해주신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 확장은 첨단 혁신과 리더십 부분의 

중심지로서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이어갑니다. 도시 활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와 의미 있는 경력 일자리를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에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민과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신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arah Clar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카운티를 위한 코닝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결정은 먼로 카운티의 강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은 이러한 종류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투자를 



통해 주요 대학에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Adam Bello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은 오랫동안 첨단 

혁신 및 리더십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코닝은 먼로 

카운티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적인 

혁신 경제를 시작할 ㅜ 있는 곳으로 최근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우수한 

칼리지 및 대학 19곳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오늘날 

하이테크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 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주신 코닝, Kathy Hochul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Julie Domaratz 페어포트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포트 빌리지는 코닝 

인코포레이티드가 이곳에서 운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지역사회에 유치할 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빌리지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지의 비전인 

페어포트 온 더 라이즈(Fairport on the Rise) 입니다."  

  

Patricia Nilsen 뉴욕주 전기가스 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NYSEG) 및 

로체스터 전기 가스 공사(Rochester Gas and Electric, RG&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카운티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수백 개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코닝과의 오래된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인재들은 이곳에 살면서 혁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지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NYSEG와 RG&E, 경제 개발팀은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대표 겸 

최고경영자이자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 위원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인 Bob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인재, 기술, 자원이 한 데 어우러져 그레이터 로체스터/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코닝이 첨단 기술 산업 운영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건의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코닝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Wendell P. 

Weeks, 그의 팀, 정부 및 경제 개발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Matt Hurlbutt 그레이터 로체스터 공사(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에서 코닝의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의 광학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학 부문의 전 세계적인 리더로서, 뉴욕 로체스터는 코닝이 숙련된 인재를 

비롯해 사업 확장 계획을 지원할 광학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rning.com/worldwide/en.html.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지역 설계 

계획은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위원회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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