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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FORD MOTOR COMPANY가가가가 HAMBURG 스탬핑스탬핑스탬핑스탬핑 공장에공장에공장에공장에 1억억억억 5,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한다고투자한다고투자한다고투자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공장공장공장공장 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 64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 350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장출장출장출장출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Ford Motor Company가 Buffalo 외곽에 있는 Hamburg 단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계 및 최첨단 

장비는 Ford 스탬핑 공장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장기적인 존립을 유지하고, 640여 명의 

정규 직원들을 유지하고 Western New York에서 35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Hamburg 단지에 쏟아 부은 Ford의 1억 5천만 달러짜리 투자는 Western New 

York의 입지를 첨단 제조의 선도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투자와 

함께 도약하는 Ford는 이 지역에서 자산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곳 Western New York에 

수백여 개의 좋은 일자리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곳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계속 전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estern New York 스탬핑 공장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독립형 Ford 스탬핑 공장으로, 나머지 

공장들은 모두 닫거나 조립 시설을 통합했습니다. Ford의 투자는 여러 개의 프레스 라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추가를 포함합니다. 컷 블랭크(자동차 부품에 입히는 금속 조각)는 Ford가 이 주에서 

어떤 Ford 공장으로나 이러한 블랭크를 배송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Hamburg 공장은 Ontario 

조립 공장이 있는 Oakville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Ford는 이 공장이 Ford는 시스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Ford Motor Company 스탬핑 작업 제조 이사인 Paul Kosaian은 “Ford Motor Company는 뉴욕주와 

Cuomo 주지사가 협력하여 이 스탬핑 공장을 건재하게 유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Oakville 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Western New York 주민들이 Ford F250, F-350, Flex, Edge, Focus, Econoline, 그리고 Lincoln 

MKX/MKT에 대해 급증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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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는 Western New York의 프로젝트 발에 Ford를 지원하기 

위해 700만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NY Works Fund 자본 보조금 500만 

달러는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 구매 부문에 사용됩니다. Ford Motor Company는 또한 

Ford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성과를 토대로 한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 

혜택으로 주정부로부터 약 200만 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달러의 인센티브 

패키지뿐만 아니라 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 100명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감독관인 Kenneth Adams는 “Ford는 Hamburg에서의 스탬핑 

공장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d는 최첨단 조립 라인에 투자하여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걸쳐 가족을 부양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전망을 더 낫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 경제를 앞으로 이동하는 수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에 해당하는 Western New York에 대한 Ford의 더 나은 아이디어에 대한 

일부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amburg의 Ford 스탬핑 공장은 1950년에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도어, 쿼터 패널, 바디 측면, 

후드, 펜더 및 바닥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약 60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의원 Mark Grisanti는 “Ford는 뉴욕 Hamburg에서 제조 시설을 빠르고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d와 뉴욕주는 자사의 GPS 장치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준비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주는 성공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급 제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된 

지역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와 기업들이 Western New York에 엄청난 투자액을 쏟아 붓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향해 이동할 수 있게 준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 Sean Ryan은 “오늘의 발표는 Hamburg 시와 Western New York에 있는 고급 

제조업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Hamburg에 있는Ford 스탬핑 공장에 쏟아 부은 

1억 달러짜리 투자는 Western New York 노동력이 Ford Motor Company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이곳 Hamburg 시에 제조 및 자동차 산업 일자리에 대한 약속을 지켜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뉴욕주는 Ford 스탬핑 공장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급 

제조는 이곳 Western New York의 최고 우선순위로 꼽히며, Ford Motor Company와 뉴욕주가 오늘 

발표한 이 투자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UAW 지역 9 감독관인 Scott Adams는 “스탬핑 공장과 UAW 구성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게는 매우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기계와 라인에 대한 이 투자는 결국 천여 명의 직원들이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제공하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Ford Motor Company 정보정보정보정보 

미시건 Dearborn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선도기업인 Ford Motor Company는 6개 대륙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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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제조 및 공급합니다. 약 180,000명의 직원들과 전 세계 65개의 공장을 갖춘 이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에는 Ford와 Lincoln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Ford Motor Credit Company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Ford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orporate.ford.com)를 참조하십시오. 

 

Empire State Development 정보정보정보정보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주의 최고 경제개발 기관이자 전주 비즈니스 자원 포털인 New 

York First(www.NYfirst.NY.gov)의 관리업체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임무는 기업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ESD는 뉴욕의 아이콘인 관광 브랜드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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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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