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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토론토에 본사를 둔 FIRM DELTA-X GLOBAL CORP.이 미국 본사를 

로체스터에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  

  

 암호화와 인증 관련된 회사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Lake Avenue 빌딩을 

개보수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이 회사는 또한 제조 운영을 위해 공항 근처의 빈 건물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하는 뉴욕주 투자  

  

새로운 시설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Delta-X Global Corp.이 먼로 카운티, 로체스터 시에 미국 

연구 및 제조 본사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elta-X Imagine이라는 

이름의 Advanced Technology 비즈니스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64년 레이크 

애비뉴에 빌딩을 구매 및 개조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AIM Photonics 테스트, 조립 및 

패키징 시설과 프레드릭 더글라스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근처의 두 번째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레이크 애비뉴에 연구 개발 시설을 설립하고, Airpark Road 

시설에 제조 운영 시설을 둘 계획입니다. 그 결과 Delta-X Global Corp.은 이 지역에서 

최대 10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회사는 2026년 

1/4분기까지 로체스터에서 완전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lta-X Global가 뉴욕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핑거레이크 경제에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의 재개발을 통해, 이 

진보적인 회사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팬데믹이 불러온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본사가 가져올 고용 기회는 매우 소중하며, 

저는 더 나은, 더 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M Photonics TAP 시설은 현재 레이크 애비뉴 시설의 2개 층을 점유한 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로체스터로의 확장을 통해 데이터 보안 솔루션, 광자 및 디지털 인쇄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진 Delta-X Global Corporation은 실리콘 광 소자와 부품의 협업, 

개발, 테스트 및 제조를 위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2%2FDelta-X_Global_Corp_renderings.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3920edbc4342eb7ea508d9bf28566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026995626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ijfoBoKydjWwq6Dyf1lwLUwks%2BwecBGNxNzbIcq2w4A%3D&reserved=0


Delta-X Global Corporation은 산업 및 디지털 자동화, 인쇄, 보안 및 암호화 플랫폼을 

위한 고성능 완전 자동화 솔루션을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조하는 혁신적인 성과 중심 

기업입니다. 이 하이테크 기업은 전 세계 의료, ID, 통신, 결제, 전자상거래 및 FMCG 

산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lta-X Global의 최고경영자인 Derek Dlugosh-Ostap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급 

제조 및 디지털 변혁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보안, 운영 효율성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찾는 글로벌 브랜드와 정부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기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Delta-X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객이 미션 크리티컬 제품,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고유한 비즈니스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뉴욕 로체스터에서 Delta-X Imagine Hub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 고객에게 확장된 디지털 

변혁 기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훌륭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로체스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대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졸업생과 교직원이 모여 

복잡성이 높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Kodak, Wegman's, Xerox와 

같은 회사들은 혁신에 대한 헌신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 본사 설립과 

관련하여 인재와 공급망과의 근접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도시와 핑거레이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회사는 260,000 평방 피트의 청정실 및 제조 공간에 대한 기존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신생 및 소규모 제조업체가 반도체 제조를 재투자하거나 주조 공장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회사의 현재 미국 팹리스 디자인 부문은 

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계약 주조 공장에 의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외 지역, 특히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Delta-X Imagine Fab 프로젝트는 

레이크 애비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80,000 평방 피트 이상의 청정실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신생 주조 공장 모델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약속의 대가로 최대 350만 달러를 

엑셀시오르 일자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진취적인 

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자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인 Hope Knigh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lta-X Global Corp.이 핑거레이크 지역에 최첨단 미국 본사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집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을 통해 첨단기업들이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내일의 일자리와 

판로개척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케크 회사의 발전은 Kodak이 100년이 넘는 기간 전에 사진 필름과 인화지를 

제조하기 시작했던 이 부지에 조성된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지속적인 성공에 기반합니다. 캠퍼스는 계속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이 캠퍼스는약 114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6,000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Delta-X Global Corp와 더불어 LiDestri Food and 

Drink, Kodak, DuPont, L3 Harris, Columbia Care, Ortho Clinical Diagnostics, Love 

Beets, Li-Cycle 및 Acquest Development이 비즈니스 캠퍼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용도 변경은 핑거레이크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Jeremy A. Coon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Delta-X Global Corp.이 우리 

지역에 온 것을 환영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보수가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투자는 다운타운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George Eastman이 세대를 정의하기 시작한 현장에서 혁신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원해 주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로체스터 시, 먼로 카운티에 감사드리며, 21세기 산업 본사가 핑거레이크 

포워드(Finger Lake Forward)를 구축하는 데 미칠 영향을 기대합니다."  

  

Sarah Clar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반영합니다. 제조 및 연구 분야에서 Rochester의 풍부한 역사는 Delta-X가 우리 지역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100개 이상의 양질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해 낼 때에만 

지속됩니다. 로체스터를 선택해 준 Delta-X, 우리 지역의 노동력과 경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준 핑거레이크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를 전합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lta-X Global Corp.의 이러한 

움직임은 먼로 카운티가 최근 우리 나라의 혁신 경제를 활성화시킬 최고의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를 더욱 증명해 줍니다. 먼로 카운티는 경제 발전의 선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기술 회사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고임금과 숙련된 직업들을 위한 완벽한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뉴욕주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증가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James Smith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에 더 많은 첨단 기술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번 발표는 로체스터가 하나의 

회사 도시가 아닌 여러 기업들을 위한 도시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정부가 

Hochul 주지사를 비롯한 다른 정부 및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Delta-X와 같은 최첨단 

기업을 우리 지역사회에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로체스터 시장 당선인 Malik Eva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로체스터에 온 Delta X 

Global Corp.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레이크 애비뉴 시설에 

대한 2,500만 개의 투자로 로체스터에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저는 로체스터의 재능을 

인정해준 Delta X에 박수를 보내며, Delta X Global Corp이 우리의 위대한 도시에 

본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ESD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핑거 레이크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공동 의장인 Bob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능, 자원, 그리고 

혁신의 역사가 이 미래 지향적인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옥한 기반을 제공하는 

뉴욕주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에 온 Delta-X Global Corp.을 환영합니다. 지역의 

성공을 위해 Delta-X Global Corporation이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Adam Bello 카운티 행정관, 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 당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att Hurlbu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자산을 빠르게 연결하여 활용하는 능력 

덕분에 뉴욕 지역의 그레이터 로체스트가 Delta-X의 확장의 스마트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Delta-X Global이 사업 성장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많은 경제 개발 파트너들이 협력했습니다."  

  

Delta-X Global Corp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지역 설계 

계획은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 최고의 경제 개발 기구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및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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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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