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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RIDGESTONE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부품부품부품부품 제조제조제조제조 회사가회사가회사가회사가 NIAGARA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새새새새 

공장을공장을공장을공장을 오픈할오픈할오픈할오픈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Wheatfield 타운타운타운타운 설비는설비는설비는설비는 5년년년년 내에내에내에내에 89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및 고무 제조업체로서 Bridgeston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Bridgestone APM Company가 Niagara 카운티에 1360만 달러를 

투자하여 65,000 평방피트의 새 제조 설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새 

설비는 Wheatfield 타운의 11에이커 부지에 건설될 것입니다. 이 투자는 5년 내에 89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로부터 Excelsior 세액 공제로 최대 

12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 설비는 지역 전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및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 “본인은 Bridgestone APM을 Niagara에 

유치하여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오랫 동안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제조부문이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Vantage International Point 산업단지의 Inducon Parkway에 위치할 이 설비는 뉴욕주 

서부 지역 개발업체인 Montante Group을 위한 650만 달러의 투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APM은 Montante Group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할 것이며 기계 장비에 추가로 710만 

달러를 투자하여 5년 내에 89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새 공장을 이용하여 카시트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할 

것입니다. 제품 대부분은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에 수출될 것입니다. 

 

ESD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Bridgestone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첨단 제조 공장을 짓기에 Niagara County 보다 더 좋은 

곳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의 소생과 캐나다 인접성은 이 새 시설과 

그것이 가져올 수 십개 일자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 다른 주들을 물리치는 데 뚜렷한 

이점이었습니다.” 

 

새 시설의 조업은 2017년 1/4분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생산은 같은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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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시간틀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idgestone APM의의의의 폼폼폼폼 제품제품제품제품 부문부문부문부문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 Takao (Taka) Ishibash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 Buffalo Niagara Enterprise, Niagara 카운티 

산업개발국(NCIDA)과 Wheatfield 타운은 부지 선정 과정의 매 단계에서 우리와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우리 설비를 건설하고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매우 타이트한 스케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 및 지역 경제 

개발 전문가들의 모든 노고에 감사합니다.” 

 

BAPM 사장사장사장사장 Noriyuki (Duke) Kawa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이 과정 전체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나타낸 직업정신의 수준에 매우 

기뻤습니다. Bridgestone APM Company는 우리가 설비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들 

모두에서 뛰어난 기업 시민 겸 지역 서포터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Kawai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수준의 지속적 다짐과 지지를 커뮤니티로부터도 기대합니다. 

우리는 Bridgestone APM Company의 장기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찾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Wheatfield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ontante Group 최고조업책임자최고조업책임자최고조업책임자최고조업책임자 Matthew Montant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Niagara 카운티에 새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와 매우 신이 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이 중요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타 지원에는 15년에 걸쳐 회사가 약 320만 달러를 경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Niagara 카운티 산업개발국의 세금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부흥실의 최대 750,000 달러 보조금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계 장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NCIDA 의장의장의장의장 Henry M. Slom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CIDA는 다른 카운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89명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할 회사를 유치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입지와 공격적 유치 노력은 Niagara 카운티에 기업들을 

계속 데려올 것입니다."  

 

Buffalo Niagara Enterprise 총재총재총재총재 & CEO Thomas A. Kucharsk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ridgestone을 우리 커뮤니티에 유치하여 이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협업과 협조가 요구된 매우 경쟁이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련 

파트너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믿어주신 Bridgestone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투자는 Buffalo Niagara 지역이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줍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Robert Ort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ridgestone은 어떤 주든 가지면 

자랑스러워 할 기업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Niagara 카운티에 수 백만 달러의 설비를 

짓고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지역의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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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ridgestone이 우리의 견실한 현지 인력에 의존할 첨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John Cerett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ridgestone 프로젝트는 Niagara 

카운티에 완벽히 적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을 여기에 유치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할 최상의 장소가 될 첨단 설비를 지을 것입니다. 이제 건설이 

시작되었으므로 본인은 이 고임금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의회의회의회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 William L. Ros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Vantage 

International Point 산업단지는 새 비즈니스를 위한 우수한 매력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Bridgestone을 Niagara 카운티에 유치하기 위해 한 협업 작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 동안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Bridgestone 일자리와 설비를 갖기를 

고대합니다. ” 

 

Bridgestone APM Company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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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소개소개소개 

본사가 도쿄에 있는 Bridgestone Corporation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및 고무 회사입니다.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타이어 이외에 산업 고무 및 화학 제품과 스포츠 용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제품을 제조합니다. 제품은 전세계 150여 국가 및 영토에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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