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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가의저가의저가의저가의 수력전기가수력전기가수력전기가수력전기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북부북부북부북부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136개개개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뒷받침할뒷받침할뒷받침할뒷받침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I-T, 제조업제조업제조업제조업 및및및및 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배정배정배정배정 

 

Albany, NY (2013년 5월 23일)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3개 뉴욕주 기업이 약 5500만 달러의 

자본투자와 136개 일자리 창출의 뒷받침으로 약 6,000 킬로와트(kW)의 저렴한 수력전기를 받도록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머물고 번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뉴욕주 고용주들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장 전략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저가의 수력전기는 주 전역에서 기업을 붙들고 일자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 자산입니다.”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는 Williamsville의 Advance 2000, Depew의 Niagara Refining 및 Chenango 

카운티의 Sunrise Farms에 대한 전기 공급을 최근에 승인하였습니다.  

 

“NYPA 이사 겸 뉴욕주 서부 지역 주민으로서 저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잡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NYPA의 의장인 John R. Koelmel은 말했습니다. 

“Niagara Hydroelectric Power Plant는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의 초석인데, 오늘 Advance 2000과 

Niagara Refining에 대한 배정은 그 중요성을 완벽하게 과시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전력청은 비즈니스 확장을 촉발하기 위해 저가 전력을 배정함으로써 

주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라고 NYPA의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말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확장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NYPA가 기업의 재정적 우려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우리의 경제 

개발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Advance 2000에게는 Buffalo-Niagara 지역에서의 조업을 확장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서 

2,900kW의 수력전기를 7년간 배정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2년 이상 동안 조업해 오면서 기업 

헬스케어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에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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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illiamsville의 데이터센터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Amherst에 74,000 평방피트의 제조 빌딩을 

인수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신규 회사들을 위해 호스팅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취급하려면 추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은 신규 설비에 평균 임금과 수당이 비교적 높은 67개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확장 계획이 추진되면 후속 년도들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저가 나이아가라 수력전기에 대한 뉴욕주 서부 지역의 권리는 지역 회사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추가하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말했습니다. “이 

배정으로 Williamsville의 Advance 2000과 다른 회사들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헤택을 주는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은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초석입니다”라고 상원 

에너지통신위원회 의장인 George D. Maziarz가 말했습니다. “본인은 전력청이 지역 기업, 특히 

뉴욕주 서부 지역 기업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쁩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은 틀림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Advance 2000은 대들보 기업으로서 상당한 조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상원의원 Michael H. 

Ranzenhofer가 말했습니다. “전력청과의 새로운 저가 수력전기 장기 계약은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지역의 집념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NYPA 이사회의 이 조치가 

기쁩니다.”  

“수력전기는 뉴욕주 서부 지역에 저렴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라고 Ray Walter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Advance 

2000 같은 첨단 기업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미래입니다. 이 수력전기 배정 덕분에 그들은 이 불경기 

동안에 경쟁하기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이제 가질 것입니다.” 

 

Niagara Refining에게는 Buffalo-Niagara 지역에서의 조업을 확장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서 

2,700kW의 수력전기를 7년간 배정하였습니다 . Depew 본부에 13명의 직원이 있는 이 회사는 

뉴욕주 서부 지역에 텅스텐 제련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새 공장의 주요 목적은 

소유자들에게 텅스텐 카바이드 파우더 및 기타 산업 소재의 생산을 위한 독립된 금속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련소는 소유자들을 공급 중단 가능성으로부터 해방하고 외국 텅스텐 

소스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 4/4분기까지 완전 조업에 들어가고 다음 3년에 

걸쳐 새 설비에서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도매시장 전기보다 40% 이상 저렴한 저가 수력전기는 확장 전력 및 대체 전력으로 

알려진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두 블록의 나이아가라 전기로부터 끌어옵니다. 

이 기업들에 의한 자본 투자는 새로운 영구 일자리 이외에 수 십개의 건설 일자리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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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약의 확실성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조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Niagara Refining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필수 요건입니다”라고 상원의원 Patrick M. Gallivan이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전력청의 

전력 배정은 우리의 활기찬 비즈니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종류의 견실하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회사가 추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위대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력전기는 우리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Depew의 Niagara Refining이 조업을 확대하도록 

도운 NYPA의 노력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원의원 Dennis Gabryszak가 말했습니다. 

 

Sunrise Farms Chenango 카운티의 요구르트 제조업체)에게는 375kW의 세 번째 수력전기 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전력청의 지자체 고객인 Greene 빌리지가 Sunrise Farms를 대신하여 54 

메가와트(MW) 블록의 수력전기를 활용하는 NYPA의 도시 및 시골 전기 협조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저가 수력전기를 신청하였습니다. 

 

54-MW 블록의 수력전기는 유자격 신규 또는 확장 기업의 전기 부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에 배정됩니다 Sunrise Farms는 그리스 요구르트 제조 설비를 확장하여 19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은 Greene의 Sunshine Farms 같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야 

합니다”라고 상원의원 Thomas Libous가 말했습니다. “저가 전력은 기업이 확장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 요인입니다.” 

 

“Greene 빌리지는 소중한 고객인 Sunrise Farms를 대신해 전력청에 접근하였는데, 그로 인한 저가 

전력 배정으로 현재 붐을 타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기업은 원래 속한 본거지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라고 하원의원 Clifford Crouch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합리적인 저가 전력 

배정은 이 지역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강한 수력전기 배정에 대해 Cuomo 지사와 전력청에 감사합니다”라고 Greene 

빌리지 읍장인 Phillip E. Brown이 말했습니다. “이 저가 전력으로 인해 Sunrise Farms는 바로 여기 

Chenango 카운티에 머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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