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가 서던 티어에서 새로운 

의약품 생산 라인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  

  

의약품 제형을 안전하게 옮기는 기능을 개선하여 의약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혁신적인 밸러 글래스(Valor Glass) 포장 기법  

  

2020 년까지 185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9,5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비상(Southern Tier Soaring)” 기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가 새로운 

의약품 포장 라인의 운영을 서던 티어 소재 코닝 밸러 글래스(Corning Valor Glass)에서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9,5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2020 

년까지 이 지역에서 185 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빅플래츠의 

코닝 혁신 지원 센터(Corning Innovation Support Center)와 어윈의 설리번 파크(Sullivan 

Park) 소재 코닝(Corning)의 연구 개발 시설에서 생길 것입니다. 밸러 글래스(Valor 

Glass)는 오늘날의 의약품 제형을 저장하여 안전하게 옮기는 기능을 개선한 혁신적인 

의약품 유리 포장 솔루션으로 공중 보건에 필수적인 약품들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Corning)은 수십 년 동안 기업과 혁신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생산 확장은 서던 티어에서 개발 및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리더들 및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은 지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코닝(Corning)이 이 지역에서 세계 수준의 제품 개발을 늘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수단과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밸러 글래스(Valor Glass)는 유리 주사기를 사용하는 의약품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i) 의약품 채우기 고속 라인 및 공급 체인에서 

발생하는 손상, 파손, 미립자 생성, (ii) 유리 박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붕규산 유리 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의 상반성.  

  

코닝(Corning)의 Wendell Week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밸러 글래스(Valor 

Glass)는 서던 티어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생산 

운영 시설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금 

프로그램(Upstate Revitalization Funding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에서 

시행한 서던 티어 전략 계획과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믿습니다.”  

  

코닝(Corning)이 자사의 제약 사업을 이 지역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최대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장비를 구입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코닝(Corning)은 또한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대한 대가로 

엑셀시어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최대 175만 

달러까지 수령할 것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9,5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셔멍 밸리에서 밸러 글래스(Valor Glass)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일은 7 월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1,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코닝(Corning) 

계획의 일환입니다. 밸러 글래스(Valor Glass)의 생산 및 납품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코닝(Corning)은 또한 향후 뉴저지의 바인랜드 소재 기존 시설 및 미국의 사우스이스트 

지역의 일자리도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코닝(Corning)은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4,000 개의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사 의약품 부문에 

대한 코닝(Corning)의 9,5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서던 티어에서 고품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의 새로운 밸러 글래스(Valor Glass) 생산 라인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서던 티어는 혁신 및 선진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유치하게 될 약 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흥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가 보다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기술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서던 티어의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Phil Palm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던 티어 바로 여기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에 대해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에 

감사드립니다.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이 발표를 통해 우리 지역 

경제를 돕고 우리 지역 바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 가족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제조업 일자리 및 고임금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반드시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서던 티어를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의회의 제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닝시의 Richard Negr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세계 일류 기업을 

유치하여 유지하며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Cuomo 

주지사님의 전략적인 투자의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혁신적인 산업의 

최전선에 서던 티어를 배치하여 고임금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를 위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식 의약품을 바로 여기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코닝(Corning)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서던 티어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플래츠 타운의 Ed Fairbroth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 생겨나는 185 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Cuomo 주지사님의 혁신적인 투자 

전략이 서던 티어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는 서던 티어의 경제 성장과 빅플래츠의 근로자들을 계속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코닝(Corning)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윈 타운의 David B. Erwi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 기업, 투자, 혁신 등을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개발은 번창하고 있는 

경제와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서던 티어에 도입된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적인 활동 등을 통해, 주정부의 공약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숙련된 인력이 많은 이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닝 주식회사(Corning Incorporated)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http://www.corning.com/worldwide/en.html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민간 사업체가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따라,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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