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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ELECTROVAYA가 쇼토쿼 카운티에 리튬-이온 기가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  

   

Green Energy Company는 첫 번째 미국 공장에서 최대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주정부 기금, 차세대 배터리 생산의 국내 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배터리 기술 및 제조 

시설을 건설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운송 및 유틸리티 저장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인 

Electrovaya, Inc.가 미국 최초의 공장 부지로 쇼토쿼 카운티의 엘리콧 마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장된 이 회사는 최대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1GWh 이상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최신 생산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이 

투자는 배터리 혁신 및 제조를 위한 국가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New 

Energy New York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최첨단 선진 혁신 에너지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lectrovaya는 주정부 자원 덕분에 

쇼토쿼 카운티에 최대 250개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증가하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뉴욕의 참여를 늘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기술과 함께 제공되는 고임금 일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제조업체가 성장하고, 운영하며, 번창할 수 있는 곳은 

뉴욕만큼 적절한 곳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 지게차, 전기 트럭 및 전기 버스에 대한 강력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1 Precision Way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lectrovaya는 

이 남부 쇼토쿼 카운티 시설을 숙련된 노동력과 사용 가능한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고객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후 선정했습니다.  

   

Electrovaya의 최고경영자인 Raj Das Gupt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세계가 전기 자동차와 전기-이동성의 전례 없는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산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lectrovaya는 

Electrovaya의 첫 번째 미국 기반 상업 시설인 뉴욕주에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접근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를 

위한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셀과 모듈을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부 

뉸다기에 곧장 달려왔어요 우리의 성장에 웨스턴 뉴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업계 최고의 성능과 상당한 지적 재산을 보유한 Electrovaya Inc.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선두업체로,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Electrovaya는 에너지 저장, 

깨끗한 전기 운송 및 기타 특수 응용을 위해 독점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시스템 

및 배터리 관련 제품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최대 400만 

달러와 지역 의회 자본 기금(Regional Council Capital Funding)에서 250만 달러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이전 제조 시설에 리튬 이온 배터리용 생산 및 제조 시설을 

설립하여 향후 5년 동안 2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GWh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을 활용합니다. 지난 7월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는 Electrovaya의 엘리콧 타운 확장으로 인한 전기 부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청의 산업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제임스타운에 1.5메가와트 이상의 저비용 

수력 발전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초기 비용은 대략 7,500만 달러로 

책정되었고, 2023년 가을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ctrovaya가 쇼토쿼 카운티에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Hochol 주지사의 공격적인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신흥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에너지 저장 및 첨단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Justin E. Driscoll 뉴욕 전력청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은 웨스턴 뉴욕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뉴욕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으로 Electrovaya의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Hochul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인 청정에너지 어젠다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산업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방경제발전 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위원장 겸 버펄로 주립 대학교 학장인 Katherine 

Conway-Turn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와 같은 청정에너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웨스턴 뉴욕은 미래의 이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lectrovaya와 같은 회사들은 깨끗한 에너지와 혁신에 대한 뉴욕의 

헌신 덕분에 쇼토쿼 카운티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방경제발전 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공동 위원장 겸 Campus Labs 공동 창립자인 Eric 

Rei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ctrovaya의 새로운 배터리 제조 시설이 쇼토쿼 

카운티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REDC는 웨스턴 뉴욕이 이 획기적인 사업 벤처로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컨소시엄(New York Battery and Energy Storage 

Technology Consortium, NY-BEST)의 상임 이사인 William A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BEST는 Electrovaya가 뉴욕주에 온 것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Electrovaya는 진보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선두주자로서 뉴욕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산업을 위한 견고하고 성장하는 생태계에 중요한 추가 요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숙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Invest Buffalo Niagara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Tom Kuchar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ctrovaya의 결정은 Buffalo Niagara의 헌신적인 인력, Can-Am 국경에서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목적지로서의 지위를 

입증합니다. 우리는 Electrovaya가 청정에너지 이전과 기후변화 예방에 중점을 둔 

성장하는 웨스턴 뉴욕의 기업 클러스터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George M. Borrell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토쿼 카운티와 우리 지역 

전체의 또 다른 경제 개발 승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Electrovaya와 같은 제조업체가 추구하는 인력, 인프라 및 비즈니스 

친화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입증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 지향적 

기술은 이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다른 산업을 보완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Andrew Good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토쿼 카운티 IDA, 직원 및 County 

Executive Wendel이 제임스타운에서 리튬 배터리 제조 계획을 진행하도록 

Electrovaya를 설득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제품들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프로젝트를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헌신적이고 

수준 높은 직원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쇼토쿼 카운티 Paul M. Wendel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ctrovaya가 쇼토쿼 

카우티를 사업 확장 장소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흥분됩니다. 이 회사의 투자는 Mason 

Industrial Park의 오래된 하이덴하인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10년 동안 우리 카운티에서 최대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리튬 

배터리 생산에서 성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Janet Bowman 엘리콧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ctrovaya가 Mason 

Industrial Park에 새로 추가된 최신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 되어 Ellicott 타운은 기쁘고 

흥분됩니다. 이전 하이덴하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채우는 우리의 

목표에 또 다른 부분을 더해줍니다. 캐나다 기업인 Electrovaya가 엘리콧 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운티 경제 개발 담당 부국장이자 쇼토쿼 카운티 산업 개발청 Mark Gei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CIDA (County of Chautauqu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CCIDA) 가 이 멋진 건물을 구입하고 투자하여 다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당사자를 확보하는 데 한몫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CCIDA는 

Electrovay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산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Electrovaya 외에도 Invest Buffalo 

Niagara,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엘리콧 타운, CCIDA 팀, 뉴욕주 전력청, Hanna 

Holt Reality(Melissa Uber) 및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임스 타운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Jamestown Board of Public Utilities, BPU) David 

L. Leathers 총괄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토쿼 카운티와 더 그레이터 

제임스타운 지역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제임스타운 BPU 지역은 여전히 제조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BPU 이사회 회원들과 직원들은 

Electrovaya를 우리 커뮤니티에 환영하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 기술 제조 선두업체를 제임스타운으로 유치하는 것이며, 이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 및 셀 생산업체는 우리 시스템의 동부에 있는 산업 중심지에 

흥미로운 추가입니다. 우리는 Electrovaya 팀을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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