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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과 로체스터에서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GM)가 33,4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토나완다, 록포트, 로체스터에서 1,200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자본 보조금과 엑셀시어 세금 

공제 (Excelsior Tax Credits) 혜택으로 최고 70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  

 

엔진 및 부품 생산을 위해 뉴욕주의 여러 공장에 새로운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할 투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가 앞으로 엔진 및 부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기계 및 장비 

비용으로 토나완다, 록포트, 로체스터 공장 등에 33,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나완다에서 6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며 1,194 

개의 기존 일자리를 3곳의 공장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및 투자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최고 700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 보조금 및 엑셀시어 세금 공제 (Excelsior 

Tax Credits)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는 총 

4,20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뉴욕주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GM)는 수세대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공급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욕주의 중요한 경제 엔진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와의 

중요한 제휴관계를 강화하여, 우리는 이 기업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 이 기업의 유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좋은 임금의 제조업 일자리를 보장하여 지역 경제를 위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우리 공약의 또 다른 예입니다. 저는 뉴욕주 바로 이 곳에서 차세대 자동차 제조 기술이 

꽃 피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의 엔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위해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는 제너럴 모터스 

토나완다 엔진 (GM Tonawanda Engine) 공장에 약 29,59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부품 홀딩스 (GM Components Holdings, GMCH) 로체스터 공장에서 

미래의 동력전달장치 부품을 위해 약 590만 달러를 지출하며, 미래의 냉각용 부품을 

위해 제너럴 모터스 부품 홀딩스 (GMCH) 록포트 공장에 3,186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thy Clegg, GMNA (General Motors North America) 제조 및 노동 관계 

(Manufacturing and Labor Relation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는 당사의 미국 내 사업장에 투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 최신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엔진 및 차량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2016년에 

발표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는 토나완다, 

록포트, 로체스터 공장 등의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수백 개의 제조업 및 관련 업계의 숙련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내서 혜택을 

얻게 될 웨스턴 뉴욕의 핵심 자동차 산업과 지역 전체를 위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토나완다 엔진 공장 (Tonawanda Engine Plant) 

토나완다 엔진 (Tonawanda Engine) 공장은 Ecotec 2.5L/2.0L Turbos, EcoTec3 엔진 

계열, Small-Block Gen 5 엔진 등을 포함하여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에서 가장 

원하는 제품을 위해 수상 실적이 있는 여러가지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토나완다 

엔진 공장 (Tonawanda Engine Plant)은 “디트로이트의 건축가 (Architect of Detroit)”인 

Albert Kahn의 설계에 의해 엔진 및 차축 조립 부품을 위한 1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제조 

시설로 1937년 지어졌습니다. 이 공장은 1938년 시보레 (Chevrolet)의 직선형 “스토브 

볼트 (Stove Bolt)” 6기통 엔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토나완다는 3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Gen 5 엔진을 생산한 최초의 제 1공장 (Plant 1), (ii) 1941년에 

문을 열었으며 나중에 노동자를 위한 훈련 센터, 창고, 선적 창고로 전환된 1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제 4공장 (Plant 4), (iii) 2001년에 문을 연 Ecotec 2.0 리터 터보 엔진과 

Ecotec 2.5 리터 4기통 엔진을 생산한 1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제 5공장 (Plant 5). 

제너럴 모터스 (GM)는 지난 10년간 토나완다 엔진 (Tonawanda Engine)에 2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로체스터 부품 공장 (Rochester Components Plant) 

제너럴 모터스 부품 홀딩스 (GMCH) 로체스터 공장은 엔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처음에는 로체스터 카뷰레터 (Rochester Carburetor)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에 인수된 후, 이 회사는 나중에 1999년 델파이 

(Delphi)의 자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09년 델파이 (Delphi)와 제너럴 모터스 (GM)의 

파산 이후, 이 공장은 전 세계의 자동차 및 트럭 사업에 대한 부품 및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 (GM)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델파이 (Delphi)의 록포트 공장과 함께)로 본사에 재합병되었습니다. 

 

록포트 부품 공장 (Lockport Components Plant) 

제너럴 모터스 부품 홀딩스 록포트 (GMCH Lockport)는 자동차 용 라디에이터 및 부품을 

설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1910년 해리슨 라디에이터 회사 (Harrison Radiator 

Company)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동력전달장치 냉각 



(Powertrain Cooling) 및 냉난방 및 환기장치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부품과 시스템을 폭넓게 보완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효율적 제조 (lean 

manufacturing) 업체로 번창했습니다.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업체는 직원, 회사, 

고객, 해당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UAW Local 686, Local #55와 경영진간의 공동 팀 

진행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는 수년간 

웨스턴 뉴욕의 주요 제조업체이자 가장 큰 고용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제휴관계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에 혜택이 되는 투자를 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웨스턴 뉴욕의 근면한 사람들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 할 

경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턴 

뉴욕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가 

이 지역 최고의 경제집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에 감사드립니다.”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휴관계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와 같은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리 카운티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발 걸음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엄청난 지원과 믿음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좋은 임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웨스턴 뉴욕과 같은 지역사회가 앞으로 수년간 

제조업계에서 강력한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Joseph Emminger,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 주민들에게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75년 이상 웨스턴 뉴욕을 본거지로 유지해 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토나완다에서 제조되는 새로운 엔진은 차세대 미국산 차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우리 타운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인력이 재능있고 근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뉴욕주와의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 기업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소개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Co. (뉴욕 증권 거래소 (New York Stock Exchange, 

NYSE):GM, 토론토 증권 거래소 (Toronto Stock Exchange, TSX): GMM))와 그 

제휴기업들은 30개 국가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의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 내에서 리더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와 그 자회사들 및 합작 사업체들은 시보레 (Chevrolet), 캐딜락 (Cadillac), 

바오준 (Baojun), 뷰익 (Buick), GMC, 홀든 (Holden), 지에팡 (Jiefang), 오펠 (Opel), 



복스홀 (Vauxhall), 우링 (Wuling) 브랜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 보안, 

정보 서비스 분야의 전 세계적인 리더인 OnStar를 포함하여 이 기업 및 관련 자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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