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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인 카운티의 새로운 MCALPIN INDUSTRIES 제조 공장 개장을 발표 

 

이 가족 소유 기업의 두 번째 사업장은 최소 2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이 프로젝트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완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인 카운티 월워스 타운에 있는 McAlpin Industries 

제조 공장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소유의 이 금속 가공 회사는 50년 이상 본사를 

두어 왔고, 148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로체스터에서도 그 사업 운영을 지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120,000평방피트의 제조 공장과 창고 시설을 통해서 이 회사는 최소한 

24명의 새로운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확장은 각 지역의 강점에 투자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쳐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중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가족 소유 기업의 신규 공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핑거 레이크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성공적 계획들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장식에 참석했던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개장 및 일자리 

발표는 민간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개발 전략의 

지속적 성공을 보여줍니다. 사업을 수행한지 반세기 후에, McAlpin은 월워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핑거 레이크스 전 지역에 대한 이 회사의 기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EDC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업스테이트를 선진 제조 부문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위한 기회의 장소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주 정부기관들의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최대 

400,000달러까지 실적 기반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공제를 McAlpin 

Industries에 제공할 것입니다. McAlpin Industries의 투자액은 총 5,850,000달러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이상, McAlpin Industries는 금속판 가공업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노력에 대한 확고한 전념 덕분에, McAlpin은 이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핑거 

레이크스의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제공할 것입니다.” 

 

McAlpin 사장 겸 CEO Ken McAlp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cAlpin Industries에 있는 

우리 모두는 웨인 카운티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빌딩은 로봇 용접, 파우더 코팅 및 조립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제품 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웨인 카운티 산업개발청 상임이사 Peg Church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인 카운티 

산업개발청은 McAlpin을 웨인 카운티 지역사회에 추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들이 

월워스 타운에서 한 투자는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시야는 공공 및 민간의 스포츠 집단들이 연습과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상원의원 Mike Nozzol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웨인 카운티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 지역의 일자리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보게 되어 놀랍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의 혜택은 월워스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체감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Robert Oa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cAlpin과 같이 확립된 회사가 웨인 

카운티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로 선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지역이 McAlpin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종류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다른 회사들도 그들의 사업 확장 계획을 위해서 웨인 카운티를 고려하도록 

촉발하기를 희망합니다.”  

월워스 타운 슈퍼바이저 Patti Mari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워스 타운 위원회를 

대신해서, 우리는 McAlpin Industries가 우리 지역사회로 오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지극히 

행복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성공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고대합니다.”  

 

McAlpin Industries는 통신, 컴퓨터, 사무 기기, 사무실 장비, 의료, 운송, 투표 장비, 전자, 

창고 관리 및 자동차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이고 다각화된 

정밀금속가공 회사입니다. 새로운 공장은 이 회사가 그 조립 및 창고 기능을 확장함에 

따라, 금속 스탬핑, 로봇 용접 및 파우더 코팅의 본산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장은 

월워스의 856 State Route 441에 소재합니다. McAlpin Industrie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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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http://www.mcalpin-ind.com/index.html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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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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