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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1월 10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ROWN HOLDINGS가가가가 SOUTHERN TIER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제조제조제조제조 시설에시설에시설에시설에 

1억억억억3,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하기로하기로하기로하기로 했음을했음을했음을했음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새새새새 시설물로시설물로시설물로시설물로 16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되어창출되어창출되어창출되어 Crown Holdings가가가가 지난지난지난지난 20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 미국에미국에미국에미국에 
투자한투자한투자한투자한 금액금액금액금액 중중중중 최대를최대를최대를최대를 기록하다기록하다기록하다기록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속 포장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인 Crown 

Holdings, Inc.가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첫 번째 신규 제조시설을 미국에 설립하는 데 

20여년만에 1억3,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ioga 카운티에 

들어설 이 회사의 신규 사업장은 Southern Tier에 16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스마트한 투자는 Southern Tier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뉴욕을 

21세기 기술 및 혁신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Southern Tier에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미 북동부 지역에서 회사의 사업장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Empire State Development, Tioga 카운티, Town of Nichols 

및 NYSEG와의 파트너십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rown’s Americas Division의의의의 Djalma Novaes 사장이사장이사장이사장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rown Holdings는 상장기업으로서 국내외에서 음료, 식품, 건강 및 미용, 가정, 산업, 

럭셔리 제품, 판촉업계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Crown의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Philadelphia에 자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약 

2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시설은 Town of Nichols의 Tioga County Industrial Park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Crown Holdings는 두 라인의 음료 캔 제조 시설을 새로 짓는 데 1억3,28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8년까지 최소 16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 

공사로 특수 음료 캔에 대한 회사의 현 생산 용량이 증가하여 전략적인 북미 시장에 더욱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rown이 뉴욕에 들어서면 Southern Tier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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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발생할 것입니다. 

 

뉴욕은 이 회사의 신규 제조 시설을 위해 다른 주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Crown Holdings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각 주들이 제시한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생산성 기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공제로 최대 810만 달러 절감과 최대 690만 달러의 초기 

비용 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회사는 신규 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Southern Tier에 최소 16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Tiog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PILOT 형태로 

지역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Crown Holdings는 뉴욕주 Electric & Gas 

Corporation(NYSEG)과 협력하면서 프로젝트 부지에서 유틸리티 시설 건설을 

촉진하였습니다. NYSEG는 이러한 활동을 돕기 위해 Energy Infrastructure Grant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전략 계획, 

구체적으로 말해 이 지역의 첨단 제조 부문을 구축하고 이를 다음 세대 개발을 위한 

글로벌 선도업체로서 자리매김하는 활동과 직접적으로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규 일자리 및 직능 교육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의 Opportunity Agenda와 직접 공조하면서 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줄 것입니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Opportunity Initiative와 Global NY 

Initiative를 Southern Tier에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유발하면서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Tioga 카운티와 Southern Tier Crown을 환영합니다. 

Crown의 뛰어난 명성과 좋은 일자리로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NYSEG와와와와 RG&E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ark S. Lynch가말했습니다가말했습니다가말했습니다가말했습니다 “Crown 

전기와 천연가스 인프라 필요성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Crown에게 수십 년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혜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게 되어 특히 기쁩니다.” 

 

“Tioga 카운티는 Crown Holdings가 Tioga 카운티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우리 지역주민들과 Southern Tier 전역에 신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Tio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입법부입법부입법부입법부 의장의장의장의장 Martha 

Sauerbrey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뉴욕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Crown Holdings의 Tioga 카운티 입성을 환영하면서 회사 소유주와 주지사가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Fred Akshar 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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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주지사와 함께 이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Crown의 제조 시설이 160개의 신규 일자리와 함께 Tioga 카운티에 들어서면서 

2016년을 좋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outhern Tier는 2011년 대홍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 Chris Friend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ioga 카운티의 

Lee Ann Tinney와 같은 지역 리더들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이분은 이 지역에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지사와 함께 Southern Tier에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계속 확대해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IDA는 Crown Holdings가 Southern Tier를 바로 이곳 Tioga 카운티에 새로운 본거지로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Tioga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IDA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Ralph 

Kelsey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기존의 제조회사가 북동부 지역에 회사를 짓고 사세를 확장할 

기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오랜 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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