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가 문을 연다고 발표 

 

밴티지 센터 산업단지 (Vantage Center Industrial Park)에서 86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샌본의 밴티지 센터 산업단지 (Vantage Center 

Industrial Park)에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유한회사 (BorderWorx Logistics, LLC)의 새로운 

창고 및 최신식 물류 시설을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대외자유무역지대 (Niagara County Foreign Trade Zone)의 일부인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의 확장은 수입자와 수출자는 제품이 이 시설에서 출하되는 

날까지 세금과 관세를 내지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이 기업의 결정으로 기존 일자리 10 개가 유지되면서 86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 운영업체로서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가 문을 여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기업 및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85 개가 넘는 보수가 

좋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이 이용하기 더욱 편리하게 

확장을 단행한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로 인해 뉴욕이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해 갈 수 있는 장소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이 지역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는 고객에게 재고 보관, 주문 처리 및 물류, 

반품 관리, 회계 및 재무, 회의 공간 및 작업 영역을 제공하는 제 3자 기업입니다. 

보더웍스 (BorderWorx)는 아마존 (Amazon), 퍼펙트 쉐이커 (Perfect Shaker), 월마트 

(Walmart), 이베이 (eBay), 해리스 코퍼레이션 (Harris Corporation), 컴캐스트 (Comcast) 

등의 기업들을 대신하여 창고 및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기업들의 고객을 

상대합니다. 보더웍스 (BorderWorx)는 세관 중개 서비스와 통합되어 이웃 국가들 간의 

운송을 원활하게 관리합니다. 

 



 

 

5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신규 물류 센터와 8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포함하는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의 3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격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실적에 

기반하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 (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를 

통해 최고 59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로부터 285,000 달러의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금을 지원받았으며 나이아가라 카운티 산업개발청 (Niagar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15 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력 수익금을 이용한 이 지원금은 이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발전소의 

미사용 수력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가능해졌으며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서명한 법률에 기인합니다. 전력 수익금을 지원 받을 자격이 되려면 기업이 반드시 뉴욕 

전력청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반드시 비즈니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만들기 또는 일자리 보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품의 보관, 조립, 운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류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국제 공항 (Niagara Fall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장소를 허가한 

연방 정부는 제품이 소비되지 않을 경우 세금 또는 관세의 지불없이 외국 물품 및 국내 

물품이 이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Dean Wood 보더웍스 (BorderWorx) 최고경영자 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원 전체를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주와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구 

또는 국내의 장소로부터 도착한 화물은 물품이 이 장소에 머무는 동안 미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로서 우리는 미국 세관과 

반테러리스트 규정에 따라 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보더웍스 

(BorderWorx)와 같은 지역 비즈니스가 캐나다 국경에서 사업을 하는 고유한 이점을 

기반으로 단행하는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더웍스 (BorderWorx)는 웨스턴 뉴욕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기업의 지속적인 국제적인 

성공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정한 팀워크가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함께 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해 보더웍스 (BorderWorx)가 미국과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해왔습니다.” 

 

Stephen Brady 나아이가라 카운티 산업개발청 (Niagar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캐나다와 

미국 양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보더웍스 (BorderWorx)가 이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전체 미국 시장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 #34 의 재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아가라 카운티와 웨스턴 뉴욕의 모든 제조업 및 물류업 

운영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Dean Wood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BorderWorx Logistics) 사장님이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로서의 우리 지역구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의 활성화는 

나이아가라 카운티 바로 이곳에 1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지역 경제도 성장시킬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에 비즈니스와 새로운 경제 벤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주정부와 민간 분야 간의 팀워크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Wm. Keith McNall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회 (Niagara County Legislatur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3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상근직으로 86 명을 채용하고 우리의 경제 개발 계획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에 커다란 기여를 한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유한회사 (BorderWorx Logistics, 

LLC)에 감사드립니다. 보더웍스 로지스틱스 유한회사 (BorderWorx Logistics, LLC)는 

우리가 무역 관세와 관련된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우리의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더웍스 (BorderWorx) 소개 

2003 년에 출범한 보더웍스 (BorderWorx)는 Dean Wood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창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운송 및 세관 회사들과 협력하여 일한 광범위한 업계 

경험을 통해, Wood씨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다수의 물류 

산업 솔루션을 확립했습니다. 현재까지 보더웍스 (BorderWorx)는 국경을 통과하는 30억 

달러 이상의 물품과 10만건 이상의 통관 허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보더웍스 

(BorderWorx)는 노던 보더를 핵심 사업 현장으로 삼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 전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온타리오 및 나이아가라 폴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더웍스 (BorderWorx)는 캐나다와 미국 시장 양쪽 모두에서 각 국의 사정에 맞춰 

최고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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