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에 CROWN HOLDINGS 의 새로운 제조 공장 공식 오픈 발표 

 

티오가 카운티에 1,500 만 달러의 투자로 160 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 

 

새 제조 설비 사진은 여기서 확인 

 

이번 투자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청사진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프로젝트를 진일보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속 포장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Crown Holdings 

Inc.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티오가 카운티(Tioga County)에 새로 건설한 미국 생산 

시설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rown사는 1,500만 달러 이상을 시설 건설에 

투자하여 2018년까지 16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제조 시설에 대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하여 뉴욕은 서던 티어와 주 전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Crown 

Holdings의 새로운 시설은 티오가 카운티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의 제조업 

성장을 추진하며 장래의 강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Crown사의 창업 125주년을 맞으며 새로 건설한 시설은 현재 타오가 카운티의 니콜스 

시(Town of Nichols) 산업단지(Industrial Park)에서 가동합니다. 이 공장은 전문 음료 

캔에 대한 현재의 회사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략적인 북미 시장에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Crown사의 존재는 지역 경제 개발 기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영역의 장래 발전에 

잠재력을 제공하였습니다. 

 

Crown Holdings 회사가 서던 티어 프로젝트와 함께 앞으로 발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에 최대 810만 달러 및 최대 690만 달러의 

보조금 등 성과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시설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서던 티어에 16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유지하기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rown_Holdings_Facility.pdf


약속하였습니다. 주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Crown사가 업스테이트 뉴욕에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티오가 카운티 산업개발기관(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의 현지 지원과 프로젝트 현장의 유틸리티 설치를 책임지고 경제 개발 에너지 시설 

보조금(Energy Infrastructure Grant)으로 이런 노력을 지지하는 뉴욕주 전력 & 가스 

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oration, NYSEG)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벤트에서 발언한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Roberta Reard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한 

주지사의 공헌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발표는 서던 티어 부흥 프로젝트의 경제 

개발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진일보의 증거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지역의 구직자들과 민간 기업의 교량 역할을 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이 뉴욕주에서 점점 

확장하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rown 사의 회장 겸 CEO Timothy J. Donahu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시설은 

Crown사가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가동률에 대한 약속과 현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금속 포장 서비스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Crown사를 대표하여 저는 

이번 기획을 지원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티오가 카운티, 니콜스 시 및 

뉴욕주 전력 & 가스 공사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에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오가 카운티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미국 공장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Crown Holdings의 결정은 서던 티어 부흥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 탄생한 

분명한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우리는 지역과 뉴욕주 

전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이끌어 갈 중요한 프로젝트와 대형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NYSEG 와 RG&E 의 회장 겸 CEO Mark S. Lync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G는 

Crown사가 티오가 카운티와 서던 티어에서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2010년 이래 NYSEG와 RG&E (Rochester Gas and Electric Corporation)는 회사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뉴욕 전역의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에 7,500만 달러 이상 

제공하였습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rown Holdings사를 통하여 

티오가 카운티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경제 성장은 

우리의 지역 커뮤니티 책임자들의 노력과 끈기 덕분 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실제 성공담으로 변할 수 있게 함께 일해온 경제 개발 책임자(Economic 

Development Director) Lee Ann Tinney, 티오가 카운티 IDA, 우리 지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직원과 우리 지역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Chris Frien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한 국제 회사가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인상적인 새 시설 건설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인정과 

긍정입니다. 우리의 주민들과 커뮤니티 자원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도록 

인정받는 강력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자산을 제공합니다.” 

티오가 카운티 입법부 Martha Sauerbre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오가 카운티가 

Crown Cork and Seal사와 협력관계를 맺을 첫 씨앗을 심은 것은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Crown Cork and Seal사가 티오가 카운티에 오신 걸 공식적으로 환영할 수 있어서 

기쁘며 그들이 서던 티어에서 뛰어난 결과와 중요한 성과를 따내기를 기대합니다.” 

 

티오가 카운티 IDA 위원회 회장 Ralph Kels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오가 카운티 

IDA는 Crown Cork & Seal사와 같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티오가 카운티에 대한 Crown사의 설비투자와 이 투자로 생긴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년간 긍정적인 재정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Lee Ann Tinney와 그녀의 

직원 및 이번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데 다양한 단체와 뉴욕주 기관들의 참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Bryant Myers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던 티어 부흥 지역 경제 개발 계획과 직접 동조합니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제조 부문 건설에 대해 노력하고 다음 세대 개발에서의 글로벌 선두주자의 지위를 

수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3,000여 명의 직원을 둔 Crown Holdings사는 국내외의 음료, 식품, 

건강과 화장품, 주방, 산업, 럭셔리 제품 및 판촉업계에 광범한 시장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Crown은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Crown 

Holdings, Inc.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적 발전 

계획인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티(Johnson City), 코닝(Corning)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부흥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rowncork.com/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souther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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