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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에서 SPENCERARL NEW YORK이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
주지사 NORTH COUNTRY에서

확장 프로젝트는 뉴욕주 및 지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47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운송 조립 산업의 리더이며 뉴욕주 공식 여성 소유의 기업인
SpencerARL New York, Inc.가 Plattsburgh에 자사의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11만 평방피트의 복합 면적과 함께 근처의 기존 시설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 외에
Development Corporation Air Industrial Park에 80,000 평방 피트의 건물에 대한 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확장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4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회사는
내년에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SpencerARL은 Plattsburgh에서 자사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North Country의 미래에 대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Upstate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지역 경제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pencerARL New York은 운송 제조 산업에 대한 타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2009년 SpencerARL New York은 Plattsburgh에 자사의 시설을 열어 최근 TDC의 Banker Road 산업
단지의 조립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Nova Bus에 이러한 물류 서비스, 서브 어셈블리 및 시퀀싱을
공급했습니다. Nova Bus는 북미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전기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및 버스 고속 수송 차량을
포함합니다.
SpencerARL New York이 Plattsburgh로 이전하는 것은 Plattsburgh를 뉴욕과 미국의 서드파티 대량
운송 장비 제조업체로서 지속적인 확장 기지로 삼으려는 기업 경영진의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SpencerARL New York은 이후에도 하이엔드 모터홈 및 특수 변환용 프리미엄 객차 및 변환 코치
업계를 이끄는 북미 제조업체인 Prevost Bus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Nova Bus 및 Prevost에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SpencerARL New York의 노력은 시설 면적과 고용 기반 모두의 확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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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pencer CEO인 Lori Fisher는 “SpencerARL은 Plattsburgh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Empire
State Development, TDC, 운송 제조업 및 기타 지역 공무원들과 협력했으며, Plattsburgh 지역
활성화에 지속적인 참여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과 추가
OJT 교육은 Plattsburgh에서 지속적인 성공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약속과 직접
연결된 Excelsior Jobs Program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금 공제에 대하여 300,000달러를 SpencerARL에
제공하고, 이 회사가 입찰 때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을 재투자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 위원장인 Kenneth Adams는 “ESD는 SpencerARL의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투자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생산 용량은 이 회사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운송 장비 산업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TDC의 사장 겸 CEO인 Paul Grasso는 “TDC가 다시 Spencer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고
적시에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SpencerARL New York의 성공은 평균 일자리 창출의 80%가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회사로부터 올
것이라는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신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TDC가 2012년 이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작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TDC는 당사의 성공이 우리 지역에 있는 성공적인 기업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또한, SpencerARL New York은 자사의 교육 요구에 도움을 줄 New York State Homes & Community
Renewal에 통합 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 의해 지역 우선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의 NCREDC 공동의장 겸 회장인 Garry Douglas는 “SpencerARL은
훌륭한 회사이며 운송 장비 클러스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기술에
대하여 유일하며, 사업 확장은 Nova Bus와 Prevost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이곳의 타 계약 및 생산
라인을 유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의회, 지역사회 및 인력 개발 활동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Plattsburgh에 쏟아 부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NCREDC 공동의장 겸 Clarkson University 학장인 Tony Collins는 “지역의 강점과 자산에 집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NCREDC 계획을 통해 운송 장비 분야와 같은 신흥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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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을 비중이 높고 성장하는 실질적인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pencerARL의
확장은 North Country가 어떻게 하여 뉴욕주, 지역 및 현지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 단체 간 전례 없는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준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SpencerARL New York, Inc.는 사장 겸 CEO인 Lori Fisher가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주 공식 여성 사업가
기업입니다. Fisher는 Ford Motor Company 및 General Motors 등 자동차 원조 장비 제조업체에 자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 넓은 경험을 가진 경영진을 감독합니다.
SpencerARL New York 경영진 팀의 일원인Nebe Tamburro는 “TDC, 지역 노동부, North Country
상공회의소, 뉴욕주정부, 특히 Empire State Development와 Homes & Community Renewal 간의
협력관계는 궁극적으로 Plattsburgh에서 첫날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8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아웃소싱 시설을 세운 모든 생애에 걸쳐 Plattsburgh 팀은
단연 전무후무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Bill Owens 하원의원은 “이 지역에 훌륭한 일자리를 가져오고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이것은
Plattsburgh와 주변 지역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을 확장하기로 한
SpencerARL의 결정은 뉴욕 북부 지역이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최적의 장소가 됨을 다시 한
번 확증하는 동시에 기존 시설을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성장하는 운송 산업은 Plattsburgh 지역의 경제를 다음 단계로 계속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장은 이러한 가속도에 탄력을 더합니다. 정말로 뉴욕주 공식
여성 기업인 SpencerARL New York이 번창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니
놀랍고. 현지 기업이 Development Corporation, Empire State Development, North Country 상공
회의소 및 지방 공무원과의 협력관계로 성공한 것을 보게 되니 기쁩니다.”
Janet Duprey 하원의원은 “SpencerARL의 이 대형 설비 확장에 이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Plattsburgh가 교통 중심지로 성장을 계속함에 따라 이러한 확장은 Prevost
및 Nova Bus 등의 업체에 원활하고 시기 적절한 서브어셈블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확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 Development Corporation의 선견지명에 축하 드리고, North
Country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를
표합니다.”
Plattsburgh 시 감독관인 Bernie Bassett은 “SpencerARL New York의 확장은 Plattsburgh에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며,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Plattsburgh 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North Country 경제 성장에 자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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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 카운티 의회 의장인 Sam Dyer는 “이 확장 프로젝트는 이미 미래의 추가 일자리에 대한 약속
외에 Clinton 카운티 가족을 위한 수십여 개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벤처에 기여한 SpencerARL에 축하 드리며, Cuomo 주지사, 뉴욕주정부, TDC,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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