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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미토모 러버 미국이 토나완다 타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1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 타이어 제조사는 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및  

웨스턴 뉴욕 시설의 생산량을 약 두 배로 늘릴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미토모 러버 미국(Sumitomo Rubber USA, 

SRUSA)이 토나완다 타운에 1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해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미국의 자본 투자에는 생산 및 기타 장비의 주요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현재 이 공장은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및 버스용으로 

하루에 약 9,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투자로 인해 약 2배에 달하는 하루 

17,5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2년에 100주년을 맞을 것이며, 

현대화는 웨스턴 뉴욕에서 이 타이어 제조업체의 장기적인 경제 미래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공장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는 

웨스턴 뉴욕의 경제가 팬데믹 이후 반등한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의 또 다른 강력한 

신호입니다. 뉴욕 제조업체의 미래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성공한 

오랜 역사를 가진 공장을 현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스미토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의 토나완다 공장에 대한 

투자는 뉴욕의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와 웨스턴 뉴욕에 대한 제조사의 장기적인 노력의 

증거입니다. 이 투자는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호하고 30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시설 내 생산 장비를 주요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최대 330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스미토모 러버 미국에 새로운 믹싱, 타이어 제작, 

경화 프레스 및 추가 최첨단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가장 큰 제조 고용주 중 하나이며, 연평균 연봉은 연간 5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새로운 장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의 1억 2,200만 달러의 투자는 토나완다 

타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거의 100년 된 이 부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웨스턴 뉴욕 제조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작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미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Yasutaka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는 토나완다의 이 시설에서 오랜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헌신적이고 재능있는 직원이 이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토나완다와 

웨스턴 뉴욕 지역 지방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인센티브를 

통한 주지사와 뉴욕주의 헌신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강한 

고용주와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토나완다의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에 위치한 스미토모 미국의 거대한 

2백만 제곱피트 제조 시설은 1920년의 획기적인 활동으로 시작하여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승용차, 상업용 트럭, 

버스 및 오토바이 시장을 위한 타이어 제조입니다. 거대한 복합 단지에는 130에이커의 

토지에 있는 스미토모 미국 본사를 위한 제조, 창고 및 관련 사무실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는 스미토모 미국의 미국 내 유일한 타이어 시설이며, 본 시설에서 제조한 타이어는 

북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미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mitomorubber-usa.com을 참조하십시오.  

  

Sean Ry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는 오랫동안 웨스턴 뉴욕 

경제를 선도하는 고용주이자 동인였으며, 이러한 상당한 투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토나완다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할 것입니다.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스미토모 러버와 같은 고임금 제조업은 우리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과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인력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William Conra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나완다 타운에 대한 이 투자는 

사업체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스미토모 러버는 

나이아가라 리버의 중요한 이웃이며, 든든한 혜택과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스미토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며, 매우 가치 있는 직원을 잘 대해 주신 

경영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스미토모 러버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의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상당한 투자는 이리 카운티에게 좋은 소식이며,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토나완다 시설에서 생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타이어는 

북미 전역에서 사용되며 스미토모의 시설이 100주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현대화는 다음 세기를 위해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082f54c-1f19cc2e-40800c79-000babd9069e-b1f7cd3f44f490b4&q=1&e=117a416d-fa1f-416e-b398-ba0dae05b0ff&u=https%3A%2F%2Fsumitomorubber-usa.com%2F


  

토나완다 타운의 Joseph Emming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미국의 토나완다 공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굿이어 던롭(Goodyear Dunlop)인 스미토모는 직원들을 믿었으며, 토나완다와 

뉴욕주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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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gionalcouncils.ny.gov 및 esd.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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