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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4개의개의개의개의 뉴욕뉴욕뉴욕뉴욕 기업에기업에기업에기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저가저가저가저가 수력수력수력수력 배분으로배분으로배분으로배분으로 335개의개의개의개의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일자리의일자리의일자리의일자리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YPA) 이사회가 335개 이상의 일자리와 2천 8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뉴욕 주 서부의 네 개의 기업을 위한 저비용 수력 발전의 새로운 

할당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작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단을 북부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최신의 저가 수력 할당은 서부 뉴욕의 기업들에게 그들의 간접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확장하고 

미래에 그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NYPA의 위원회는 최근 Niagara 카운티의 나이아가라 폭포의 Durez, Chautauqua 카운티 Dunkirk의 

Captive Plastics에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Upstate Door을 대신하여 Wyoming 

카운티의 Castile Electric Department 빌리지와 Liberty Pumps를 대신하여 Genesee 카운티의 Bergen 

Electric Department 빌리지에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4개의 할당은 일자리 및 자본 투자 약속에 대한 대가로 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전력의 할부금을 위한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 저렴한 수력 할당의 혜택을 과장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John R. Koelmel, NYPA 의장은 말했습니다. “이 네 개의 기업은 이제 

그들의 급여 및 핵심 사업을 확장하고 일상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수력 할당은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4개의 기업이 성장하고 

뉴욕 서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위치를 추가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NYPA 사장 및 최고 

경영자인 Gil C. Quiniones가 말했습니다. 

 

Captive Plastics은 Berry Plastics 그룹의 자회사로, 플라스틱 소비 포장 및 공학 재료의 선도적인 

글로벌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병의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2만 평방 피트의 Dunkirk 시설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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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이 회사는 500Kw의 7 년 수력 할당을 수상했습니다. 천 8백 5십만 달러의 프로젝트는 

회사가 현재 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10개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Captive Plastics은 또한 15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2013년 12월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에 따라 약 1,300kW의 전력 할당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ReCharge 

NY하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더해 지난주에 발표된 수력 배분의 일부로서 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Captive Plastics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 지원은 성과 기준의 Excelsior Jobs 프로그램의 세금 

감면에서 약 97만 9천 달러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의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ESD)에서 회사의 제안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됩니다. 

 

“뉴욕 주에서 지속적으로 제조 공정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NYPA와 ESD의 도움으로, Captive Plastics은 

새로운 계약을 유지에 도움이 되고 뉴욕의 ConAgra의 2개의 공장 폐쇄를 상쇄할 수 있는 현재의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팅, 연마재, 자동차 및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공학 열경화성 수지와 성형 화합물의 세계적인 

리더인 Durez는 사업을 확장하고 기존의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도록 100kW 

급의 7년 수력 할당을 수상했습니다. 80만 달러 프로젝트는 기업이 56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6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나무 문 제조 업체인 Upstate Door 회사의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용량 

증가를 제공하면서 Castile 빌리지를 통해 제공하는 210kW급의 할당의 혜택을 통해 공장 확장을 할 

것입니다. 220만 달러, 30,000 평방 피트의 확장은 22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0개의 기존 위치를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Upstate Door가 확장을 통해 지역 경제에 만들 기여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주지사와 

NYPA에 그들의 도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라고 Castile 빌리지 공공 업무 관리자 Marvin Wilcox 가 

말했습니다. 

 

지상 물과 주거 및 상업 응용 프로그램에서 폐수 제거용 펌프 제품의 선도적인 제조 업체 Liberty 

Pumps은 중요한 비즈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펌프 및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Bergen 빌리지를 통해 450Kw 급의 수력 할당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현재 

시설의 인접한 토지에 7백 50만 달러 시설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13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26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Liberty Pumps는 또한 재산세 감면 및 기타 면제의 형태로 지방 정부의 지원을 수락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근 Genesee 카운티 경제 개발 센터 (GCEDC)에서 1백 30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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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력 할당은 그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Liberty Pumps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Bergen 빌리지 전기 관리자 Joseph Chimino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와 전력 당국은 오늘 그들의 

노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Liberty Pump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Bergen 빌리지에 저가 수력 발전의 새로운 

할당을 Cuomo 주지사와 NYPA가 승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GCEDC 사장 및 최고 

경영자인 Steve Hyde가 말했습니다. “증가된 할당은 Liberty의 현재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Bergen에 

있는 Apple Tree Acres Corporate 공원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가의 나이아가라 수력는 현재 수력을 할당 받는 지역 도매 시장의 전력보다 50% 이하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최신 전력 공급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이 기업들에 의한 자본 투자는 신규 정규직 

일자리 외에도 수십여 개의 건설 일자리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 의원 Tom Reed는 “효율적인 저비용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 비용과 우리의 뒤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지역 업체들과 기업에게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일자리를 추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에 

적절한 일입니다. 에너지에 '위의 모든 것'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 사회가 자신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저가 수력을 사용해서 지역 비즈니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최선의 지역 도구입니다. 제 구역의 Durez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러한 성장의 

예는 서부 뉴욕에 있는 미래와 기업과 연관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hn Ceretto 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저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서부 

뉴욕으로 저렴한 전력과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일의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Patrick Gallivan은 “소규모 기업의 주인으로, 저는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Niagara 전력 프로젝트에서 저가 전력의 할당은 우리의 주가 지역 

기업들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기업들은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 구축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Michael Ranzenhofer은 “수백만 달러의 자본 투자는 Genesee 카운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기로 한 Liberty Pumps의 결정을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 저렴한 수력 할당은 회사의 확장 계획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Catharine Young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력은 이러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원입니다. 저는 

이 할당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주지사와 NYPA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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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David DiPietro는 “Castile 빌리지의 Upstate Door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수력 할당의 뉴욕 

전력 당국의 결정은 그들이 수력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력 발전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뉴욕 서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합니다. 저는 전력 

당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유사한 결정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ergen 시장 Anna Marie Barclay는 “베르겐 마을은 마을 전기국에 수력 할당을 증가해준 NYPA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할당을 위한 뉴욕 전력 당국의 승인은 Liberty 

Pumps의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서부 뉴욕의 일자리 창출에 헌신하고 Bergen 

마을의 Liberty Pumps의 성장을 지원하는 Cuomo 지사 및 NYPA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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