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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RIDGESTONE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가 NIAGARA 카운티에 새 

공장을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 

 

새로운 첨단제조공장은 5년 내에 89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업체인-Bridgeston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Bridgestone APM Company가 Niagara 카운티의 Town of 

Wheatfield에 65,000 평방 피트의 새로운 제조 설비를 건설해서 오픈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공식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1,3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향후 5년동안 적어도 8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의 Western New York으로의 이전은 이 지역과 현지의 

성장하는 제조업에 대한 뉴욕주의 공약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세계의 기업들로부터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Bridgestone이 자리잡은 것을 환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ontante Group이 소유한 이 새로운 제조 시설은 Town of Wheatfield의 Vantage 

International Point 산업단지 내의 11 에이커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Montante Group은 

이 건물을 짓는데 65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Bridgestone APM Company는 새로운 

기계와 장비를 구입하는데 7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 

시설에서 8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보답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로부터 

성과 기반의 Excelsior 세액 공제를 최고 120만 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로 Bridgestone APM Company는 자동차 시장의 강력한 지지자인 캐나다에 판매할 

자동차 산업용 폴리우레탄 폼 (Foam)시트와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카운티에서 Bridgestone의 최신식 공장이 문을 열게 되어, 이 선진 

제조업체에서 향후 경력을 쌓으면서 이 회사의 식구가 될 직원 100명은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국경에 아주 근접하여 - 자리잡은 새로운 시설로부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Western New York에 Bridgestone이 온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15년간의 감면액에 해당되어 회사가 절약할 것으로 추정하는 거의 

32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Niagara 카운티 산업개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뉴욕주 지역사회 부흥 사무국으로부터 최고 75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계와 장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Taka Ishibashi, Bridgestone APM Company의 Foam 제품 사업부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ontante Group은 미리 예정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약된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도록 우리 시설의 건설 일정을 극도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Montante Group, 뉴욕주 정부, Invest 

Buffalo Niagara, NCIDA, Town of Wheatfield와 이 곳에 부지를 정하고 제조시설을 

세우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Duke Kawai, Bridgestone APM Compan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우리 회사가 미래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이 신속하게 완성된 것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Niagara 

카운티의 새로운 공장에서 Bridgestone APM Company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흥분해 있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저희 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인 및 지역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매우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Matt Montante, Montante Group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ontante 

Group 일동은 Bridgestone APM을 위한 이 역동적인 신규 제조 시설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님, ESD, NCIDA 및 모든 프로젝트 관련자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Niagara 카운티에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며, Western New York이 혁신적인 

신규 제조업체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Bridgestone APM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Rob Ortt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백만달러의 시설은 고품질의 제조업 

일자리 수십개를 만들어 내어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발전을 촉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파트너들과 일하면서, 저는 

Bridgestone이 우리의 경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앞으로 수년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John D. Cerett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Bridgestone이 Western 

New York에 투자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들은 이 

지역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촉진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Wm. Keith McNall, Niagara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idgestone은 

사업을 운영할 훌륭한 장소로 Niagara의 명성을 빛나게 해줄 명품 브랜드입니다. 전직 

자동차 업계의 직원이었던 제 입장에서, Niagara 카운티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Bridgestone 같은 

Fortune 선정 500대 대기업이 우리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산업 단지에 공장을 세운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기업 환경이 훌륭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Niagara 카운티 산업개발청,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우리 파트너들과 주요 국경 

통과 지점 3군데에 가까이 위치한 시장에 진입하도록 효과적으로 카운티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Tokyo 최고의 기업 중 한 곳이 이제 Niagara 카운티 

최고의 신규 기업이 되었습니다.” 

 

Kathryn L. Lance, Niagara 카운티 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IDA와 ESD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역을 마켓팅할 때 강조하는 판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수한 제조업에 관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Niagara 카운티의 인적자원은 국제적인 기업 집단이 요구하는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진지한 작업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ridgestone의 합류로, Niagara 

카운티는 9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5,000 평방 피트의 제조 시설과 더불어 진지하고 

존경받는 자동차 업계의 선두 주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경제 개발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Tom Kucharski, Invest Buffalo Niagara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 TM Montante Development와 Niagara 카운티의 동료들이 Niagara 

카운티 바로 여기에 새로운 제조 시설을 세운 Bridgestone APM을 환영하는 모습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경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의미있는 투자를 유치하고, 

Bridgestone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의 훌륭한 

지역적 자산과 우리의 팀워크와 결합된 엄청난 가치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Duke 

Kawai, BAPM 사장님과 우리 지역사회에 믿음을 가져준 그의 팀 전체에 감사드립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 소개 

Bridgestone APM Company는 반진동 제품, 에너지 흡수 패드, 내부 쿠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일본 도쿄에 위치한 Bridgestone Corporation의 단독 소유 자회사입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198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Bridgestone Corporation 소개 

본사가 도쿄에 있는 Bridgestone Corporation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회사입니다.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타이어 이외에 산업 고무제품 및 화학 

제품과 스포츠 용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전세계 

150여개 국가 및 영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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