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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서던 티어 지역에서 466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될 DICK'S SPORTING 

GOODS의 새로운 유통 시설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DICK’S Sporting Goods가 650,000평방피트의 유통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1억 달러 이상 

투자 

 

빙엄턴에서 설립된 국내의 선도적 운동 기구 소매회사가 우리 지역에서의 기반을 강화시킴 

 

최첨단 시설의 렌더링을 여기, 여기 및 여기에서 보세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내의 선도적 스포츠 및 피트니스 소매회사인 DICK’S 

Sporting Goods, Inc.가 콘클린 타운의 브룸 카운티 기업단지에 지역 유통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ICK’S의 투자는 서던 티어 지역에서 

향후 5년에 걸쳐 466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650,000평방피트의 시설 건설은 

다음 달에 개시해서, 2018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DICK’S의 새로운 유통 센터는 이 

회사가 70년 전에 설립된 지역인 빙엄턴에서의 기반을 강화하게 되며,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에도 기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로부터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역사회들을 현지의 경제적 엔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 전역에 걸쳐 지역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ICK’S의 새로운 

유통 센터는 최상위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우리의 전략이 서던 티어 지역 바로 여기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의 사업 환경 궤도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척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고,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자원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DICK’S Sporting Goods 회장 겸 CEO Edward W. Sta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빙엄턴에서 유통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회사를 

시작했으며, 기업 친화적 환경, 노동력의 질과 신뢰성, 그리고 우리 고장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콘클린을 선택했습니다.” 

 

서던 티어에 대한 최상위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이루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의 중심 요소입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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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브룸 카운티에 건립되는 DICK’S의 신규 지역 유통 시설은 이 회사가 국내에 설립하는 5번째 

시설이 됩니다. 이 센터는 브룸 기업단지의 대략 123에이커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동북부 전역에 걸쳐 200개가 넘는 소매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설의 건설에 

더해서, 관련되는 현장 공사에는 습지 경감 작업, 토지 평탄화 및 정리 작업, 그리고 유틸리티 

확장 공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추가로, DICK’S는 이 시설에 대해서 LEED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효율 조명 및 HVAC, 재활용되는 환경 친화적 건설 자재,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코러게이트와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시설의 렌더링은 여기, 여기 및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던 티어에서 DICK'S의 사업 확장은 Stack 일가가 1948년에 회사를 설립한 것에 뒤이어, 

회사의 기반을 강화시킵니다. Richard 'Dick' Stack은 300달러의 대출금을 가지고, 자신의 

외할머니의 쿠키 단지에 관한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Dick은 빙엄턴의 

코트 스트리트에서 낚시용 미끼 및 도구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1958년까지 제품 라인을 

확장해서, 오늘날 국가 전역에 걸쳐 있는 645개가 넘는 DICK’S Sporting Goods 매장에 있는 

것 대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해서, 그것을 경제 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던 티어 지역 전략적 계획의 유형적 성공에 대한 추가 증거입니다. DICK'S의 최근 사업 

확장은 그 고향인 빙엄턴에 45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가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일할 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뛰어난 

본보기입니다." 

 

우리 주와 브룸 카운티는 함께 DICK’S Sporting Goods의 주요 유통 시설을 유치하고, 서던 

티어 지역을 위해서 46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는 최대 1,200만 달러까지 

부여되며, 여기에는 지역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과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크레딧으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브룸 카운티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은 가까운 장래에 세금 경감 조치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브룸 카운티 임원 Debbie Pres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DICK’S가 그 전통을 

지속하고, 서던 티어 바로 이곳에서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브룸 카운티가 사업을 하기에 훌륭한 곳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주지사의 비전과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달성에 대한 그의 전념에 대해서 주지사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올 

장래에 우리의 진보를 고대합니다.”  

 

브룸 카우티 산업개발청 상임 디렉터 Kevin McLaugh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브룸 

카운티를 위한 방대한 프로젝트이며, 마련하기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에게는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DicksSportingGoods1.jp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DicksSportingGoods2.jp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DicksSportingGoods3.jpg


현장의 많은 도전과제가 있었고, 뛰어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개발청, 뉴욕주, DEC, Army Corp of Engineers, 브룸 카운티, 콘클린 타운 및 Delta 

Engineers 사이의 협업은 대단했으며, 이 프로젝트 작업을 이루기 위한 DICK’S Sporting 

Goods 및 JLL의 전념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DICK’S가 

브룸 카운티로 돌아온다는 발표를 하는 날이 도래해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추가로, NYSEG는 전기 및 천연가스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최대 

540,000달러까지의 경제개발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NYSEG 및 RG&E 사장 겸 CEO Mark S. Lyn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룸 

카운티와 서던 티어에 대한 DICK’S Sporting Goods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NYSEG가 제공하는 경제개발보조금은 신규 사업체나 확장하는 사업체를 

도움으로써 경제를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상당한 투자와 그것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신규 일자리 때문에 특히 기쁜 일입니다. DICK’S Sporting Goods에 

축하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상원의원 Fred Aks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ick’s Sporting Goods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서던 티어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였으며, 오늘 우리는 그 유산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4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신규 유통 시설은 우리 지역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경제 도약의 표시입니다. 이를 현실로 만든 노력에 대해서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Donna Lupar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매장을 

보유한 Dick's Sporting Goods가 최초로 매장을 열었던 서던 티어 바로 이곳에 이 새로운 

시설이 기반들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45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한 희소식이며, 지역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노력에 모멘텀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과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울인 모든 노력에 대해서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번성하도록 돕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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