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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VIATRAN사 확장 프로젝트 발표  

  

Viatran사, 일자리 125개 이상 창출 및 유지 약속  

  

150만 달러 투자로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N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경제 성장 및 개발 활성화 이니셔티브 보완  

  

제조 시설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산업 측정 장비 제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제조업체 

Viatran이 신규 일자리 72개를 창출하고 정규직 일자리 55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일자리 창출은 이리 카운티의 150만 달러 규모 사업체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토나완다 타운 199 Firetower Drive에 새로 들어서게 되는 

해당 사업체 확장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엑셀시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Excelsior Tax Credits)를 통해 600,000달러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원 127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지역 전역에서 사업체를 확장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어 21세기 경제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Viatran 사업체 확장에 

투자하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리 카운티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며, 

모든 연령층의 거주자가 삶을 영위하며 일하고 싶은 보다 튼실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Viatran의 사업체 확장은 첨단 제조 

산업이 중공업을 대체할 웨스턴 뉴욕의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진전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보완합니다.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 및 유지하고,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Viatran_Manufacturing_Facility.pdf


 

 

24,000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이 개조되어 연구 개발실, 린 제조 시설, 센서 및 송신기 

생산용 최첨단 테스트 및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마련됩니다. 해당 

제품은 석유, 특수 금속, 의약품, 식품 및 음료 제조뿐 아니라 자동차 및 항공 우주 산업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이번 Viatran의 사업체 확장으로,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해당 자산을 

활용한다는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전략을 지원합니다.  

  

Viatran은 반세기 이상 동안 제조압 및 수위 전송기 제조 분야의 혁신적인 리더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압력 측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제품 중 상당수를 지역 고객인 MOOG 및 General Motors를 비롯한 주 

내외부의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설, 고객층 확대, 고품질 

일자리 창출 모두가 웨스턴 뉴욕에서 Viatran의 성공 스토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Viatran Corporation의 Kevin Cornacchi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Viatran은 전 

세계에 위치한 생산 시설 중에서도, 특히 여기 웨스턴 뉴욕에서 사업체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곳은 많지만, 당사는 여기 

웨스턴 뉴욕 만큼 훌륭한 인적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협정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사는 고용 일정을 앞당겨 신규 인력 1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미래를 

고려해 봤을 때,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 및 Charter School for Applied 

Technologies와 산업 연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필요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Chris Jacob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나완다 타운에 사업체를 

확장하려는 Viatran의 노력은 웨스턴 뉴욕이 최첨단 제조업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와 엑셀시어 세액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Tax Credit 

Program)과 같은 주정부의 자산이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나완다 타운의 Joseph Emminger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Viatran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이지만, 신중히 고려한 결과 

토나완다 타운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근면한 인적자원 덕분에 웨스턴 뉴욕이 사업하기 좋은 훌륭한 곳임을 

인지해 주신 Viatran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첨단 기술직 수십 개를 

창출해 주신 것에 가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nvest Buffalo Niagara의 Thomas A. Kucharski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에 투자하여 실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Viatran의 이번 

결정은 우리 지역이 최첨단 제조업 및 센서 제조 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른 뛰어난 지역을 제치고 버펄로 나이아가라가 

사업체 확장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Viatran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viatran.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www.viatran.com/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8596B0270ADC729C85258249006BEEA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