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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TRINITY PACKAGING CORP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저가의저가의저가의저가의 수력수력수력수력 할당할당할당할당 지원받는지원받는지원받는지원받는 15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Cheektowaga 회사는회사는회사는회사는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 129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 신규신규신규신규 21개개개개 추가추가추가추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 당국(NYPA) 이사회에서 Cheektowaga의 Trinity 

Packaging Corp.사에 대한 저가 수력 할당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650만 불의 

제조 공장 확장과 129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21개의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서부 뉴욕 최고의 자원, 깨끗하고 저렴한 수력 중 하나로 이는 지역 경제를 소생의 핵심 

요소이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뉴욕 주, 우리의 가족, 지역 사회에 

투자 및 성장을 선택하도록 기업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작동하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의 또 다른 예입니다.” 

 

Armonk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inity Packaging사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유연한 포장 제품 제조를 

하는 국가 산업의 선두 주자입니다. 2012년 이 회사는 1948년부터 운영된 Buffalo 기반의 제조 업체 

Cello-Pack를 인수했습니다. 동사의 설비 확장을 계획하는 동안, Trinity의 관리부는 Virginia에 있는 

자매 시설도 고려했었으나 대신 Erie 카운티에서 성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rinity의 현재 사업은 

재고 이전 및 연 25%의 포장 생산을 증가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제조 장비의 인수를 포함 할 

것입니다.  

 

전력 할당은 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대체 전력으로 알려진 수력 블록에서 

얻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확장 전력이라고 

불림) 몇 만개의 뉴욕 서부 지역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 전력 및 확장 

전력 프로그램에서 규정 된 총 695MW중 약 40 메가와트(MW)는 적격 기업에 할당을 위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며 1MW는 800 ~ 1,000 일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주의 법에 따르면, 이 전력은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의 30마일 반경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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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 회장이자 Erie 카운티 주민 John Koelmel은 “전기의 비용은 Trinity Packaging사가 본인의 

확장을 주 바깥의 다른 공장에 투자 대신 서부 뉴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YPA의 나이아가라 수력 프로젝트에서 저가 전력은 Buffalo-

Niagara 지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제조 업체 유지와 성장을 하는데 보장에 전환점이 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성장과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Cuomo 주지사 의 비즈니스에 정통한 사고의 또 다른 예입니다.” 

 

NYPA 사장 겸 CEO Gil C. Quinones는 “제조 부문은 뉴욕 서부의 산업 기반을 고정하고 국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 당국의 저렴한 수력은 그 사업 확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Trinity Packaging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PA 이사이자 Erie 카운티에 거주하는 Terrance Flynn은 “매우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는 모든 

1원까지도 계산합니다.” 그것이 NYPA 전력을 통한 저가 전력에서의 절감이 Trinity Packaging같은 

회사들에게 국가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점을 주는 이유입니다.” 

 

Trinity의 제안된 확장을 위한 다른 경제 개발 인센티브는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Excelsior 

Jobs Program 지원에 약 550,000달러, 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에서의 전기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약 400,000달러, 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에서의 

약73,500달러의 판매 세금 감면을 포함합니다. 

 

하원 의원 Brian Higgins는 “서부 뉴욕은 다시 한 번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가지고 올 활용 가능한 독특한 자원, 저렴한 전력 당국의 수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Trinity Packaging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홈으로 서구 뉴욕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 George D. Maziarz는 “서부 뉴욕의 시민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천연 자원인 전력 

당국의 저렴한 수력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Trinity Packaging를 

위한 전력 지원은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의 홈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리니티 직원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상원 의원 Timothy M. Kennedy는 “Cheektowaga에서의 Trinity Packaging의 확장 계획은 서부 뉴욕의 

인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주요 지지이며 경제 발전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진보 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능형 

투자를 통해, 우리는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서부 뉴욕 시민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rie 카운티 Executive Mark C. Poloncarz는 “Trinity Packaging이 Erie 카운티에 남기로 결정할 것뿐만 

아니라 주요 확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데리고 성장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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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이 성장의 원료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방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특별한 NYPA의 

수력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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