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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에서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칭출하는 뉴욕주 전력청의 

경제 개발 지원금 발표 

  

NYPA 이사회가 승인한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공급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 투자 1억 

4,500만 달러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웨스턴 뉴욕 전역에서 102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자본 

투자 1억 4,500만 달러를 창출할 세 개의 저비용 수력발전 공급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스턴에 위치한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의 수력 발전 3,580 킬로와트를 셔터쿼 카운티의 아메리콜드 리얼 

에스테이트(Americold Real Estate),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SGS 리커버리(SGS 

Recovery), 이리 카운티의 스미토모 러버(Sumitomo Rubber)에 제공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여 웨스턴 뉴욕 전체의 경제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세 

기업으로의 전력 공급을 통해 뉴욕은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소기업이 뉴욕에서 성장 및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공급 프로젝트는 양질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원동력으로서 웨스턴 

뉴욕은 더욱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콜드 리얼 에스테이트 유한 책임 조합(Americold Real Estate L.P.)은 조지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부패하기 쉬운 물품 보관을 위해 전 세계에 온도 제어가 가능한 창고 

238개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콜드 리얼 에스테이트는 830 킬로와트의 

수력 발전 전력을 공급받아 던커크에 신규 냉장 시설을 세우고 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신규 시설은 대규모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이자 현재 NYPA의 전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웰즈 엔터프라이즈(Wells Enterprises)의 창고로 사용될 것입니다. 

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될 시설 건설은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SGS 리커버리 유한회사(SGS Recovery LLC)는 나이아가라 폴스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입니다. 수력 발전 전력 750 킬로와트를 

공급받아 새로운 30,000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을 나이아가라 폴스 지역에 건설하여 

재활용된 자재를 공학 연료로 바꾸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연료는 시멘트 

산업에서 석탄 및 석유 기반 연료의 대체제로 사용됩니다. 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12개의 새로운 포지션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SGS는 2020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 창출 기준에 따라 

NYPA 이사회의 전력 공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NYPA의 

경제 개발 신청자들은 뉴욕주에서의 친환경 일자리 및 제조에 대한 기여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Cuomo 주지사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이 주친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유한회사(Sumitomo Rubber USA LLC)는 토나완다에 위치하며 트럭과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에 쓰이는 차량용 타이어를 제조합니다. 2,000 킬로와트의 

수력 발전 전력을 공급받아 일간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할 것입니다.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는 올해 말에 시작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는 Cuomo 주지사가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스미토모는 오랫동안 

NYPA의 전력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토나완다 시설에서 1,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3,500 킬로와트 이상의 저비용 수력 발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330만 

달러 규모의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YPA의 대표이자 버펄로 주민인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는 주 전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며, 특히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NYPA는 아메리콜드 리얼 에스테이트, SGS 리커버리, 

스미토모 러버 USA 등의 3개 기업이 수력 발전 전력 공급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YPA는 뉴욕을 

재건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NYPA 이사회의 결정은 3개 기업에 대한 수력 발전 전력 공급을 승인하여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력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현명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경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power-authoritys-economic-development-awards-supporting-mor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umitomo-rubber-usa-will-invest-122-million-increase-town-tonawanda


 

 

 

저비용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력은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전쳑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 반경 30마일 내 위치한 회사나 셔터쿼 카운티에 위치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기는 현재 이 지역의 일자리 수만 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력청이 후원하는 사업 성장 기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YPA의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eorge Borrell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커크에 위치한 

아메리콜드의 냉동 창고는 던커크 지역사회에 대한 4,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의미하며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 60개 이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제품이 

배송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던커크 지역에서 기존 웰즈 엔터프라이즈 

일자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던 셔터쿼 카운티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기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셔터쿼 카운티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메리콜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도록 승인해 주신 뉴욕 전력청 이사회와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ean Ry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저비용 수력 발전은 웨스턴 뉴욕 전역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요한 일자리 창출원 중 한 곳인 스미토모 러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더 저렴한 전력을 스미토모에 공급하기로 

한 NYPA의 결정은 회사의 확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임금을 보장하는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Bill Conra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러버는 토너완다 

타운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며, 향후 진행될 확장 공사는 웨스턴 뉴욕의 활력과 

노동력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수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NYPA의 결정은 합당하며 스미토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공제 혜택과 더불어, 뉴욕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는 기업은 물론, 직원, 우리 뉴욕주 모두에게 좋은 투자입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력 발전 전력 

공급은 웨스턴 뉴욕에서 많은 경제 부양책을 추진을 간으하게 하여 이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번 전력 프로젝트는 웨스턴 뉴욕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 걸쳐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제조를 

촉진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웨스턴 뉴욕 지역의 에너지 확장과 경제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합니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469d71f-2bf2ee04-746b2e2a-0cc47a6d17e0-72e8597ba3d45faa&q=1&e=ef73fb87-c449-49ac-a2bb-99c4694c07d4&u=https%3A%2F%2Fwww.nypa.gov%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469d71f-2bf2ee04-746b2e2a-0cc47a6d17e0-72e8597ba3d45faa&q=1&e=ef73fb87-c449-49ac-a2bb-99c4694c07d4&u=https%3A%2F%2Fwww.nypa.gov%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469d71f-2bf2ee04-746b2e2a-0cc47a6d17e0-72e8597ba3d45faa&q=1&e=ef73fb87-c449-49ac-a2bb-99c4694c07d4&u=https%3A%2F%2Fwww.nypa.gov%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469d71f-2bf2ee04-746b2e2a-0cc47a6d17e0-72e8597ba3d45faa&q=1&e=ef73fb87-c449-49ac-a2bb-99c4694c07d4&u=https%3A%2F%2Fwww.nypa.gov%2F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퍼센트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재생가능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210억 달러,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태양열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 청정 운송 이니셔티브에 대한 10억 달러 이상, 뉴욕 그린 뱅크(NY Green 

Bank) 이행을 위한 12억 달러 이상 투자 등을 비롯한 청정 에너지 확대를 위한 뉴욕의 

전례 없는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종합적으로 2019년 뉴욕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5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2011년부터이태양광 공급 

부문이 2,100 퍼센트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9,000 메가와트 규모의 해양풍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표에서 

최소 35%를 달성하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최종 용도 에너지 감축으로 185조 BTU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소개  

뉴욕 전력청은 발전 설비 16대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Twitter) @NYPAenerg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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