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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KLEIN STEEL이이이이 ROCHESTER에에에에 5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추가한다고추가한다고추가한다고추가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제조사의제조사의제조사의제조사의 지속적지속적지속적지속적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신축신축신축신축 최첨단최첨단최첨단최첨단 시설시설시설시설 
 

지역지역지역지역 투자로투자로투자로투자로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경제경제경제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견인하고견인하고견인하고견인하고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창출하는창출하는창출하는창출하는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Upstate 재건재건재건재건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청사진인청사진인청사진인청사진인 “Finger Lakes Forward” 보완보완보완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업계 우수 철강 서비스 공급업체인 Klein Steel이 

Rochester에 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 

기반을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고, 뉴욕주 최고의 고급 철강 가공 장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40,000 평방피트인 이 신축 

시설은 뉴욕 Rochester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Klein Steel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Rochester에 

있어서 성공 사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장은 이러한 진행 위에 토대를 둔 

것으로 Upstate 경제를 다지고 Finger Lakes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뉴욕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 발표는 Rochester에서 Kathy Hochul 부지사가 참석한 준공식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Klein Steel Services는 자사의 능동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3년 내에 그 규모는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lein Steel은 뉴욕주에 

190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부지사부지사부지사는 "Klein Steel의 사업가적 비전은 45년 동안 Rochester 지역에서 

상징물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에너지가 이 회사의 뉴욕과 북동부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의미하게 될 시설 확장을 낳았습니다. 제조 효율을 

높이고 전문 기술을 찾는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게 될 첨단 시설로 이 지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게 해준 Klein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고용주와 Upstate 경제에 현명한 투자입니다." 
 

Klein Steel Service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Todd Zyra는 "오늘 신축 허브 시설의 개설은 철강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의 고객, 팀원,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뿐 아니라, 

Empire State Development, RG&E, Monroe 카운티, Rochester시, 그리고 우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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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파트너의 지원으로부터 얻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뉴욕주 경제 개발국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일자리 만들기 약속에 준하여 최대 

750,000달러의 성과 기반 Excelsior 직업 프로그램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Rochester Gas & Electric은 전기 인프라 및 산업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금에서 최대 100,000달러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겸겸겸겸 국장인국장인국장인국장인 Howard Zemsky는 "Klein Steel의 

새로운 최첨단 설비는 뉴욕주 최고의 철강 가공 장비를 갖춘 시설로 Rochester에 50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Klein Steel과 같은 기업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뉴욕주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NYSEG 및및및및 RG&E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ark S. Lynch는 “NYSEG와 RG&E는 우리의 

경제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3개의 차고형 창고에서 5개 지역으로 확장한 현지 

성공 사례인 Klein Steel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뉴욕주 경제에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Klein Steel의 놀라운 성장을 인정한 이 회사의 최근 확장에 대하여 전기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00달러까지 RG&E 경제 발전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달성한 Klein Steel에 축하를 보내며 

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관행정관행정관행정관 Cheryl Dinolfo는 "이 새로운 최첨단 시설의 증축은 뉴욕주와 

우리 지역사회에 Klein Steel의 지속적인 기여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ein 

Steel은 이곳 Monroe 카운티에서 오랜 기업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등 이곳 현지 인력에 대한 이 기업의 공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우리 카운티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Klein Steel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Rochester 시장시장시장시장 Lovely Warren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고, 더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과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여는 과정에서 Klein Steel과 같은 뛰어난 지역사회 

파트너를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시에서 쏟은 상당한 

투자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일자리에 감사를 표합니다. Klein Steel은 

Rochester에 오랜 기간 동안 기여했고, 이 최근의 투자는 우리 시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Klein Steel의 엔지니어 및 운영 전문가들은 자동으로 여러 개의 생산 공정을 수행하고 

우수한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지능형 장비를 통해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혁신적인 지능형 철강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철강 건설 산업에 대한 세계 우수 

제조업체와 제휴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 및 기술부터 납품 추적 및 선적 공정까지 Klein 

Steel 공인 기술자의 개입으로 중요한 진단 및 품질 관리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사용자 정의 구성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북부 국경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의 기슭에 있는 Ficep S.p.A.는 Maryland 주Forest Hill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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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원팀의 수석 파트너였습니다. Ficep 외에도 Klein Steel은 신축 시설을 빨리 

추적하기 위해 RG&E, M&T Bank 및 Buckingham Properties와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Joseph Robach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은 "1971년 창립 이래, Klein Steel은 일류 고용주이자 

Rochester 산업 지역사회에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축 

최첨단 시설은 Klein Steel이 성장하고 번영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현지 

인력에 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Klein Steel이 향후에도 

Rochester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원한 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 드립니다." 
 

Joe Morelle 의회다수당의회다수당의회다수당의회다수당 원내총무원내총무원내총무원내총무는 "Klein Steel의 헌신과 Cuomo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Rochester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새로운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이 

지역의 고용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첨단 제조 시설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조산업의 부활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1971년 설립된 Klein Steel은 뉴욕 전역에 걸쳐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겨우 3개의 차고로 

된 "창고"로 재고 사업을 시작한 Klein Steel Service는 면적이 30만 평방피트인 5개의 

창고를 갖춘 Rochester, Buffalo, Syracuse and Albany에서 5개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금속 유통 및 가공 장비, 탄소,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특수 금속의 3,500 품목을 취급하며 Advanced Center of Excellence 가공 

시설, Western and Central New York, the Southern Tier, Northern Pennsylvania, 

Southern Massachusetts, Connecticut, Vermont 및 전국 2,500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은 "Klein Steel의 확장은 5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자사 제품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사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모두 이곳 Rochester의 첨단 시설과 800만 달러의 투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45년 전 이곳 Rochester에서 처음 발을 들여 놓은 Klein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했고 자사가 생산하는 철강만큼 매일 튼튼하게 회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정을 방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저가 철강을 덤핑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을 물리치기 위해 Klein 대신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미국 

기업으로부터 철강을 매입하는 국방부와 거래를 갖도록 Klein과 합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Rochester에 투자한 Klein Steel을 높이 평가하며 이 확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노동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Louise Slaughter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우리 제조업은Rochester의 입지를 혁신의 중심으로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견인을 돕는 이 신축 

고급 철강 서비스 센터를 준공한 Klein Steel에 축하를 보냅니다." 
 

Klein Steel Service소개소개소개소개 

1971년 설립된 우수 금속공급 및 가공업체인 Klein Steel Service Inc.는 동북부 지역의 



Korean 

유명 산업체로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NQA-1 규격을 준수하는 금속 서비스 센터 중 

하나입니다. 품질, 혁신, 성능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45년 간의 실적으로 Klein Steel은 

NY, PA, MA, VT 및 CT에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면적이 30만 

평방피트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Klein Steel은 탄소,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특수 금속의 3,500개 이상의 품목으로 

세계적 수준의 JIT 재고 및 공급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Klein Steel은 고속 밀 및 

드릴부터 옥시 및 플라즈마, 부속 제조, 상용 니팅, 고급 상용 재료까지 각종 부가가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lein Steel은 2015년 Platt’s Global Metal Distributor of the Year상을 수상했고, 2014, 

2015, 2016년에는 American Metal Market에서 Service Center of the Year 최우수상을, 

2016년에는 AMM에서 Advocate of the Year 최우수상을, 같은 해에는 CivilianJobs에서 

Most Valuable Employer For Military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Rochester Top 

Workplaces 상과 2015 Rochester Top 100 상을 각각 수상했고, 2012년에는 Rochester 

Business Ethics Award를, 2011년에는 Industry Week Best Plants 상을 수상했습니다. 
 

Finger Lakes Forward의의의의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낳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그리고 첨단 제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이래 이 지역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불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Rochester, Batavia 및 Canandaigua와 같은 지역을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Finger Lakes Forward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8,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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