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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RNPRIOR가가가가 EASTMAN BUSINESS PARK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사업장을사업장을사업장을사업장을 확장한다고확장한다고확장한다고확장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회사는회사는회사는회사는 처음처음처음처음 고려했던고려했던고려했던고려했던 Tennessee 및및및및 Connecticut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장소가장소가장소가장소가 아닌아닌아닌아닌 뉴욕을뉴욕을뉴욕을뉴욕을 선택함으로써선택함으로써선택함으로써선택함으로써 15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유지유지유지유지 및및및및 3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체인 Arnprior Rapid Manufacturing Solutions 

Inc.가 Tennessee 및 Connecticut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대신 향후 7년간 Rochester의 Eastman 

Business Park(EBP)에 남기 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368만달러을 투자할 이 회사는 15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추가로 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FLREDC) 전략 계획은 Rochester 소재 Eastman Business 

Park의 정비 및 확장을 이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순위로 지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일자리 하나가 여러 개의 일자리가 된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경제 

기회 성장에 대해 말하자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Arnprior와 같은 기업들을 통해 

뉴욕이 이제 경기 침체 이후 전국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2번째 주로 승격되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Rochester 지역이 첨단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rnprior는 Greater Rochester 지역이 기업 문화, 숙련된 인력, 세계적 수준의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직업 학교,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 정책 및 전략 등 기존 글로벌 환경에서 

제조업체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며, 기업에 필요한 이 보조 지원 

서비스 모두 일상 업무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고 Arnprior Rapid Manufacturing Solutions, 

Inc.의 부사장 겸 제너럴 매니저인 Chris Howell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Eastman Business Park가 

사업을 하기에 훌륭한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Eastman Business Park 이사인 Michael Alt는 “2008년에 설립된 Arnprior는 자사를 완전히 

혁신함으로써 깊이 뿌리 내린 Kodak에서 벗어나 우주항공, 의료, 자동차, 통신, 연구 및 개발, 

소비자 제품 분야에서 약 300여 개의 고객사를 가진 회사로 재조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Arnprior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orean 

Arnprior는 제안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주정부로부터 성과를 토대로 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최대 600만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8년 Arnprior가 설립될 당시 Eastman Kodak의 사업은 9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18%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항공우주, 자동차, 방위 시스템 및 의료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Arnprior Rapid Manufacturing은 금속/플라스틱 부품 및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고급 

제조 능력으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크고 작은 프로토타입에서 생산 및 금속에서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Arnprior 는 생산 요구에 대하여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Eastman Business Park의 

재개발은 Cuomo 주지사와 Greater Rochester 지역의 최우선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Arnprior는 진정한 성공 사례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고, 이 회사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Rochester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중요한 진전은 Eastman Business Park의 미래 성장에 장애물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현장에서 향후 5년 간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Arnprior는 이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2013년, Kodak과 주정부는 이 현장에서 환경 

관련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 비즈니스 파크의 

유틸리티 시스템을 매입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Kodak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현장의 중요한 사업들과 일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FLREDC은 이 비즈니스 파크가 고비를 넘겨 기술 혁신에 대한 뉴욕주의 걸출한 산업 단지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의회 다수당 원내 총무인 Joseph Morelle은 “이 지역의 최고 경제 개발 우선순위로서 우리는 

Eastman Business Park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가 이루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을 토대로 계속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지역사회에 실질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의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Rochester에 대한 Arnprior의 투자에 대해 감사하고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 파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Joe Robach 상원의원은 “Eastman Business Park는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와 주정부의 수 

많은 노력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괄목할만한 혁신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Eastman 

Business Park가 Rochester의 경제 개선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rnprior의 성장과 성공은 Eastman Business 

Park가 어떻게 Rochester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다시 한 번 혁신과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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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ter 시장인 Lovely Warren은 “Arnprior Rapid Manufacturing Solutions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고 Rochester에 대한 이 회사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Rochester가 성장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다면, Eastman Business Park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Arnprior Rapid Manufacturing Solutions Inc. 소개소개소개소개 

Arnprior Rapid 의 소유주인 AIAC(American Industrial Acquisition Corporation)는 5개국에 39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북미에 위치합니다. Arnprior는 대량 생산을 통한 컨셉 등 업계에 

제조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대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본사는 Rochester에 

있습니다. 전체 제조 공정은 AS9100/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arnprior-rmsi.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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