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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뉴욕주 서부 지역 3개 기업에 저가 수력 

신규 배정을 승인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지역의 두 다른 기업을 위한 뉴욕주 서부 

지역 전력 수익금 교부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력 배정과 교부금은 80여개의 새 일자리 

창출과 5000여만 달러의 자본투자를 뒷받침합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수력의 이용은 여전히 뉴욕주 서부 지역을 위한 중요 자산인데 오늘 우리는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뉴요커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정은 확장하거나 주외로부터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엄청난 

형태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이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번영하도록 돕고 있어서 

본인은 자랑스러우며 그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NYPA 이사회는 오늘 다음 3개 Erie 카운티 기업에 수력 배정을 승인하였습니다: Tonawanda의 3M 

Company, Lancaster의 Innomotive Solutions Group, Buffalo의 Royal Plastix USA.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뉴욕주 서부 지역 전력 수익금 이니셔티브에 의거한 교부금을 Tonawanda의 Praxair와 

Niagara Falls 국제공항(NFIA) 이해관계자 그룹에 승인하였습니다. 

 

Royal Plastix USA, Buffalo  

Royal Plastix USA는 캐나다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을 운영하는 Royal Sponge Manufacturing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Buffalo에 현재 비어있는 시설에서 새 제조 공장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600 킬로와트(kW)를 배정받아, 55개의 새 일자리와 370여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창출할 것입니다. 

 

Innomotive Solutions Group, Lancaster, NY  

Innomotive Solutions Group은 소화 장비, 비상 차량 및 기타 특수 차량용 롤업셔터 스타일 도어를 

설계, 제작 및 도장합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로부터 확장할 수 있도록 Lancaster의 설비를 개조하기 

원합니다. 100kW 배정으로 550만 달러 확장이 용이해져 21개의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배정은 금년 초에 전력 수익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전 차수의 NYPA 교부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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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Tonawanda, NY  

접착제, 연마제, 전자 소재, 자동차 관리 제품, 가정 청소 제품 및 광학 필름 등 55,000여 가지 제품의 

제조업체인 3M Company는 150kW의 수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Tonawanda 설비에서 약 200만 

달러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대가입니다. 건설은 금년 

여름 후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NYPA 의장 John R.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의 평생 주민으로서 저는 

이 영향력 있는 수력 배정과 교부금 수여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지역 기업이 확장 계획을 가속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NYPA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기업에 가격 

경쟁력 있는 수력을 제공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경제 개발 도구입니다. 그리고 교부금 수여는 

NYPA의 저가 수력을 너머 지역 기업을 도와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기업 확장을 촉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입니다.” 

 

저가 나이아가라 수력은 현재 Buffalo-Niagara 지역의 도매 시장 전기보다 50% 이상 저렴한데 수 

만개 기존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신 전력 공급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이 기업들에 의한 

자본 투자는 신규 정규직 일자리 외에도 수십여 개의 건설 일자리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raxair 

NYPA 이사회는 Praxair의 Tonawanda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이 회사에 $500,000의 수익금 교부를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뉴욕주 서부 지역 수익금 교부는 미활용 나이아가라 

수력의 시장 판매로부터 얻는 순수익으로부터 가능한 데, 2012년 Cuomo 지사가 입법 서명한 

법률에 기인합니다. 교부금 수여 추천은 서부뉴욕주 전력 수익금 배정 위원회가 합니다.  

 

인력이 1,300여명인 Praxair 설비는 이 회사의 글로벌 공장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북미 조업 통신 

및 글로벌 공장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약 3900만 달러의 업그레이드로 Praxair는 기술 진보를 

추구하고 인력을 22명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경제개발 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수행 기반 Excelsior Jobs 프로그램 세금감면으로 

최대 8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자본 교부금을 제공할 것인데, 둘 모두 회사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약속에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 커미셔너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SD는 Praxair가 뉴욕주에서 확장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기능을 현대화하도록 도울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 회사와 제휴하였습니다. Praxair의 확장은 지역 및 이 설비에서 일하는 

뉴욕주 서부 지역 커뮤니티의 1000여명의 직원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확보합니다.” 

 



Korean 

NFIA Stakeholders Group 

화요일에 승인된 또 하나의 수익금 수혜자인 NFIA Stakeholders Group은 지역 정부 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되어 나이아가라폭폭의 항공 서비스 확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경제 성공에 

관심을 공유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NYPA 수익금 교부로 NFIA는 Niagara Falls 공군예비군 기지, Niagara Falls 국제공항, 구 육군 예비군 

센터 부지, Niagara Airport 상업파크, Wheatfield 비즈니스 파크 및 Buffalo의Calspan 부지에 

들어가는 기존 광섬유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125,000의 수익금 교부는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의 수여를 포함하여 24개의 기업이 2013년의 제1 차수 이래 총 1400여만 달러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2014년 6월말까지 NYPA는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개발기금에 약 3800만 달러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가 수력 인접성으로 인해 뉴욕주 서부 지역은 

경쟁력이 생겨 지역 기업에 더 위대한 커뮤니티를 위한 성장과 경제 회복의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합니다. 전력 및 전력 수익금의 배정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것인 소유를 취하여 뉴욕주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프로젝트에 재투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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