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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인 카운티에서 2,200만 달러 규모의 최신 IEC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IEC ELECTRONICS CORPORATION) 제조시설 착공 발표
15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 건설로 36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로

한 전자 제품 제조업 솔루션 기업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주정부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인 카운티 뉴어크에서 IEC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IEC Electronics Corporation)의 최신 시설을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자 제품 제조업 솔루션 제공업체는 실버힐 기술 단지(Silver Hill Technology Park)에서
15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에 자리를 잡은 후, 기존의 일자리 463개를
유지하면서 최대 36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IEC는 이미 지난
18개월 동안 현재 뉴어크에 있는 시설에 일자리 175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했었지만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 덕분에 이 지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IEC는 새로운
시설로 2020년 초반에 이전하여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 받는 혁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에
투자함으로써 경력이 오래된 성공적인 지역사회 비즈니스를 진화하게 도와 수백 개의
최상급 일자리가 생성되고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제조 시설은 핑거 레이크스에서
첨단산업의 성장을 이끕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의 시설은 웨인
카운티에서 수백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며 전자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회사의 청사진을 확장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IEC 같은 성공적인 회사들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는 의료, 산업, 항공우주, 국방 등의
분야에서 업계의 선두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1) 인쇄된 회로

기판 조립(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2) 케이블 및 배선 하네스 조립(cable and
wire harness assembly), (3) 구명 임무에 필수적인 제품을 위한 정밀 금속 가공(precision
metalworking) 등과 같은 전자 제품 계약 제조업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과 위조 부품 감지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실험실 서비스를 통해서, 복잡한 전체 시스템 조립용으로 맞춤형 제조를 위한
기술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보조금(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Grant)으로 최대 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IEC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대한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최대 3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RG&E)과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는 이 프로젝트에 최대
67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웨인 카운티는 또한 벤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GRE)는 이 회사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남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총 비용으로 약 2,200만 달러가 듭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웨인 카운티에서 성장하기로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가 내린 결정은
이 지역의 강점과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유지를 선도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뉴욕주의 전략적인 공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의 Jeffrey T. Schlarbaum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EC는 로체스터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지역사회에 남아 새 본사를 짓고 맞춤 설계된 최신 제조 시설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할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저희는 인명 구조 및 임무에 중요한 상품을 만들어
최고의 전자 제조 서비스 제공회사라는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스테이트
뉴욕에 재투자하고 뉴어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 IEC의 성공적인 오랜 역사를 계속
유지하는 데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 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학장인 Anne Kress와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Bob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지속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설계한 목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 같이 잘 다진 회사들이 성장을
계속하도록 도우며 우리 지역의 미래 경제의 필수 부분으로 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John Kat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는
수백 개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 세계에 유통되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며 웨인
카운티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 본사를 갖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회사의 새 제조 시설 및 본사
착공식에 함께하여 기쁩니다."
Pamela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가 웨인 카운티 뉴어크 빌리지에서 계속 성장 및 성공하는 것은 모든
거주민들과 웨인 핑거 레이크스 지역 사업체들에게 신나는 일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며 우리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최신 시설의 건설은 제조회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웨인 카운티에 헌신해주신 Jeffrey
Schlarbaum 회장 및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멋진
프로젝트에 투자해주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웨인 카운티 산업개발청(Wayn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기타 이해 당사자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저는
상원의원으로서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 같은 제조업체와 기타 회사들이
우리 지역 및 우리 주에서 사업하고 일자리를 성장시킬 수 있게 보장하도록 계속 작업할
것입니다."
Brian Mankte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는
실버힐 기술 단지(Silver Hill Technology Park)에 생길 2,200만 달러 규모의 최신 시설을
통해 웨인 카운티의 주요 제조시설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을 매우
효율적이며 첨단 기술업계의 차후 확장과 추가 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도록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동안 뉴어크에 헌신해주신 IEC에 찬사를 보냅니다."
Jonathan Taylor 뉴어크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설립 200주년을
맞는 해에 뉴어크 빌리지와 주변 지역의 초석이 되고 있는 IEC 같은 회사가 최신 시설을
짓는 것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머물겠다는 IEC의 바람은 전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웨인 카운티 산업개발청(Wayn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Brian
Pincelli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가
매우 자랑스러우며 웨인 카운티 및 뉴어크 빌리지에 대한 회사의 헌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는 카운티의 주요 고용주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머물며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으로 우리 경제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 뉴어크 빌리지, 캡스톤 개발(Capstone
Development)을 비롯한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Jeff와 전체 IEC 팀의 계속되는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의 Joe Rizzo 경제
개발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우리 지역사회 파트너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와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가 최신 투자를 하고 웨인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결정으로 인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혁신 리더로 강화될 것입니다.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계속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강하고 건강한 경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가족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려는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 회사가 계속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의 Matt Hurlbutt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는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 리더들을 지역 자원과 연결하여 회사의 장기 사업 목표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경제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IEC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가 뉴욕
지역 그레이터 로체스터, 웨인 카운티에서 회사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는 2017년에 바이어셋 주식회사(Viasat, Inc)가
올해의 공급업체(Supplier of the Year)로 인정했으며, 2015년에는 해리슨
코퍼레이션(Harris Corporation)의 우수 공급업체 상(Supplier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습니다. IEC 일렉트로닉스(IEC Electronics)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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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61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이 주정부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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