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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OXSACKIE에에에에 들어서는들어서는들어서는들어서는 4,0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FERGUSON 

ENTERPRISES 유통유통유통유통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 오프닝을오프닝을오프닝을오프닝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배관배관배관배관 공급공급공급공급 회사가회사가회사가회사가 코네티컷과코네티컷과코네티컷과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를로드아일랜드를로드아일랜드를로드아일랜드를 두고두고두고두고 뉴욕을뉴욕을뉴욕을뉴욕을 선택하여선택하여선택하여선택하여 95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수수수수 백개의백개의백개의백개의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일자리들을일자리들을일자리들을일자리들을 유지하다유지하다유지하다유지하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유통유통유통유통 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 사진은사진은사진은사진은 여기여기여기여기와와와와 여기여기여기여기 에서에서에서에서 보기보기보기보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xsackie에 들어선 Ferguson Enterprises, Inc.의 

새로운 유통 시설의 대대적인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및 상업용 배관 제품의 미국 

최대 도매유통업체인 Ferguson Enterprises는 이 시설에 9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뉴욕주에서 319개의 유통시설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범 

사례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른 주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Ferguson이 뉴욕과 Capital Region을 투자와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지역으로 

택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Greene 카운티에 자리한 이 회사의 새로운 사옥에 

입주할 회사 분들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합니다.”  

 

4,050만 달러의 이 프로젝트에는 Fountain Flats Business Park에 들어서는 460,000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창고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성과 

기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공제로 받은 120만 달러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시설로 창출된 95개의 신규 일자리는 이미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현장 유통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oxsackie는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놓고 선정되어 

Ferguson의 최초 북동부 지역 유통 센터로 활약할 것입니다. 이 시설이 뉴욕주 

Thruway를 따라 자리해 있어서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잉글랜드에 있는 스토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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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Ferguson Enterprises의 새로운 

유통센터 개장은 이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봉급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Greene 카운티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Greene 카운티는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지역의 엄청난 

잠재성을 알아봐준 Ferguson Enterprises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커뮤니티에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te Lopez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Greene 카운티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Ferguson Enterprises는 Hudson Valley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사무실은 특별히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신 René 

VanSchaack와 Greene County IDA가 보여준 그간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Coxsackie 타운타운타운타운 장인장인장인장인 Richard Hans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른 7개주 60곳의 

커뮤니티들을 제끼고 Coxsackie를 선정해주신 Ferguson은 우리 인력과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Ferguson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관이 모두 협력하여 힘을 모은 덕분에 Coxsackie은 앞으로 오랫동안 인력이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할 것을 확신합니다. 최신 유통 센터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서게 된 것은 

Ferguson 뿐만 아니라 Coxsackie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의의의의장장장장, CEO 겸겸겸겸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Cuomo 주지사의 

활동은 뉴욕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를 판매지역으로 

11곳의 유통센터를 둔 Ferguson은 오늘 새로운 유통 시설을 개장했고, 향후 Capital 

Region에 거의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을 선택해준 Ferguson에 

감사 드리며 이 회사가 이곳에서 성공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Ferguson CEO Frank Roach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당사의 최신식 유통 센터가 이제 

사업을 완전히 재개했습니다. 75명의 어소시에이트들이 Coxsackie의 Ferguson 

패밀리에 합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주차원의 기관들을 시작으로 

Greene 카운티 및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와 Coxsackie 주민에 이르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 커뮤니티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Green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IDA 의장의장의장의장 Eric Hoglund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Greene 카운티 IDA는 

이렇게 뜻 깊은 투자를 우리 카운티에 유치하도록 도와주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환경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거래를 확보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뉴욕주 및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Ferguson Enterprises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노력을 해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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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8개 카운티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 전략과 맞아 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Ferguson 소개소개소개소개 

Ferguson(www.ferguson.com)은 주택 및 상업용 배관 제품, 파이프, 밸브, 부속품을 

판매하는 미국 최대 도매유통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HVAC/R 장비, 급수시설 및 산업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유통업체이기도 합니다. 1953년에 설립되어 버지니아 

주 Newport News에 본사를 두고 있는 Ferguson은 106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리고 거의 

1,350개에 달하는 지역에서 약 19,000명의 어소시에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Ferguson과 

그 계열사는 미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erguson은 Wolseley plc(www.wolseley.com)의 일부로, 

런던증권거래소(LSE: WOS)와 FTSE 100대 상장기업 지수에 올라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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