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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AMPHENOL AEROSPACE를 DELAWARE COUNTY 카운티에 
잔류시킨다고 발표  

 

홍수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주 지원으로 1,00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 확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여름 홍수의 피해를 심하게 입은 Amphenol Aerospace가 
Delaware County카운티의 Sidney에 잔류할 것이며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부터 약 2000만 달러의 사업 지원 및 보존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Amphenol Corporation의 자회사인 Amphenol Aerospace는 군사, 
상용 항공, 산업 시장을 위한 연결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여름의 폭풍은 뉴욕 시민과 사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사업체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 열대성 폭풍 리로 발생된 홍수가 Amphenol의 Delaware Avenue 시설을 강타하여 이 
회사는 뉴욕주 외부의 다른 장소에 제조시설을 이전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뉴욕주의 인센티브 패키지 자금을 활용하여 현재의 Sidney 시설을 가까운 장소에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2000만 달러 인센티브 패키지의 자금은 Delaware County 카운티 산업 개발 
기관(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으로 전달되며 부지 취득, 건물 건축, 기존 시설 
및 신규 시설로 향하는  천연가스 라인 확장, 40-60 Delaware Avenue에 위치하는 기존의 
공장 시설 주변의 제방 건설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Delaware County 카운티 산업 개발 
기관(IDA)은  Sidney에 제방과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인센티브 패키지는 Empire State Development, Empire State New Market Corporation,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지역사회 재건 담당실 등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사무장인 Kenneth Adams는 “Amphenol이 
Southern Tier 지역에 잔류하기로 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인재와 뉴욕의 개선된 
사업 환경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각 지역의 고유한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 성장 및 투자를 격려하는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사무장 Darryl Towns는, “각 레벨의 
파트너들이 협력한다면 Amphenol과 같은 기업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뉴욕주에 머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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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입니다. Amphenol은 Southern Tier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Delaware County 
카운티 지역사회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주, 연방 정부의 투자를 통해 최근의 홍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욕주의 John J. Bonacic 상원 의원은 “Amphenol이 Delaware 카운티에 기여한 커다란 
공적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Amphenol에게 피해를 준 폭풍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Ampenol의 노력이 더 강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mphenol의 지역 경영진 
중에서 특히 Gary Anderson과 ESDC 사무장 Ken Adams 및 주지사와 함께 이번 성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Amphenol을 뉴욕에 잔류시키는 패키지의 일원으로서 
상원 과반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지역의 커다란 뉴스이며 주요 사업체들이 뉴욕주의 경제 개발에 대한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뉴욕주 Peter D. Lopez 의원은 “주지사와 그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폭풍이 지역을 휩쓸고 갔지만 주지사님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mphenol Aerospace & Industrial Group의 수석 부사장인 Gary Anderson은 “마을, 카운티, 
주, 연방 관계자 및 기관 덕택에 Amphenol은 뉴욕의 Sidney에서 8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공급업체, 자매회사 등이 기록적인 시간에 고객 지원을 
100% 회복한 능력에 대해서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지대의 건조한 장소에 위치하는 
새로운 공장은 홍수 피해 위험을 없애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오랜 업계 지식과 전문지식을 
보존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Sidney 
지역의 직원, 자본,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뉴욕의 Sidney에서 
Amphenol의 미래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Delaware 카운티 산업 개발 기관(IDA)의 Glenn Nealis 이사는 “Amphenol이 Sidney, 주변 
지역사회, 직원들에게 기울이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Delaware 카운티와  IDA를 
대신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Village of Sidney,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Amphenol의 장기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Amphenol Corporation의 자회사인 Amphenol Aerospace는 군사, 상용 항공, 산업 시장을 
위한 연결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Amphenol은 원통형 및 
직사각형, 전자식, 광섬유, EMI/EMP 필터 및 특별 용도의 다양한 커넥터와 연결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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