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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먼로 카운티에 228개 신규 일자리 추가할 CHARTER 

COMMUNICATIONS 사업 확장 발표 

 

헨리에타에 신축되는 46,000평방미터 시설을 통해 상근직 일자리 78개 창출을 지원하고, 

기존 로체스터 부지에는 사업 확장을 통해 신규 일자리 150개 창출  

 

이 사업 확장은 경제 성장과 신규 기회 창출을 위한 이 지역 활성화 계획으로 수상한 바 

있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보완 

 

Charter의 헨리에타 시설 고해상도 이미지 보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광대역 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Charter 

Communications가 사업을 확장하여 로체스터와 헨리에타에 상근직 228개를 새로 늘릴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전국 제 2의 케이블 사업자인 Charter가 29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존 로체스터 시설을 쇄신하고, 헨리에타에 새로 46,000평방피트의 부지를 

임대하고 인테리어 설비를 구매하여 자사 고객상담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 규모의 케이블 사업자 중 하나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시설을 확장하기로 한 것은 우리 주의 경제 계획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첨단 기업들이 이 지역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을 장려함으로써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먼로 

카운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rter의 현장운영 담당 부사장 Tom Adams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름답게 복원되는 이 시설을 통해 당사의 현장운영 지휘부와 핵심적 지원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NYSEDC (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와의 제휴를 통해 당사는 로체스터 지역에는 안정적인 고소득 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잉글랜드 전역의 고객들에게는 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rter는 로체스터의 기존 시설 근무자 460명을 포함하여 현재 주 전역에서 11,000명 

이상의 상근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Charter는 로체스터 

고객상담센터의 460개가 넘는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헨리에타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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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에 23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게 됩니다. 

 

Charter의 고객 사업부 담당 부사장 Kathleen Mayo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몇 

년 사이 새 일자리 20,00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는 Time Warner Cable 

콜센터 업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확충될 것입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당사의 투자가 결합되면서 콜센터 업무의 일부를 이곳 로체스터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지역에 대한 Charter Communications의 투자와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주정부의 인센티브가 일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TV, 인터넷 및 음성 통신 기업인 Charter는 최근 Time 

Warner Cable을 인수함으로써 고객 기반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교점의 가장 선두를 달리면서 41개 주의 

2500만 이상의 가정 및 기업 고객을 연결하는 필수적 통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고객상담센터의 개선과 새로운 헨리에타의 시설 확충을 위한 Charter 

Communications의 투자액은 290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이 회사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성과 중심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Joe Robac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rter Communications의 가세와 이 

회사가 로체스터 지역에 가져올 200개 이상의 일자리는 우리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자리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팀의 사업은, 이번 Charter Communications 지역 

본부의 증설이 입증하듯, 근면한 로체스터 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ichael Ranzenhof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rter Communications처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기업이 핑거 레이크스에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정부의 유례없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근면한 뉴욕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사회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Charter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rter가 로체스터와 헨리에타에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업스테이트 경제의 성장을 위한 그간의 집중적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Charter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는 우리 지역과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너무나 필요한 일자리를 조성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로체스터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헨리에타에 기업의 지역 본부를 조성한다는 결정은 우리 

지역의 숙련된 일꾼들을 보여줄 훌륭한 기회입니다.” 

 

Joe Morelle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도약을 의미하며, 그간 열심히 조성해 왔던 경제적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혁신적 기업들이 핑거 레이크스를 거점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계획을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광학, 

농업, 식품 생산 및 첨단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Rochester, Batavia, Canandaigua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까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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