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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먼로 카운티에서 거의 2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캐나다 기업 LI-

CYCLE과 합의했다고 발표  

  

지속 가능한 기술 회사, Eastman Business Park에서 미국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거의 27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Li-Cycle,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엑셀시어 일자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350만 달러의 국가 지원을 받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하는 뉴욕주 투자  

  

프로젝트 렌더링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캐나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원 회수 회사인 Li-Cycle과 뉴욕주가 

오늘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먼로 카운티에 거의 

2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로체스터 

허브(Rochester Hub)라고 알려진 새로운 시설을 통해 미국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로체스터 허브는 현재 41에이커의 부지에 이전에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 

사우스(Eastman Business Park South)라고 알려진 곳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파크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Li-Cycle의 첫 번째 미국 Spoke 시설에 추가된 

것으로, 3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최대 269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건설 중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일자리 창출 약속의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로 최대 1,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Li-Cycle의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뉴욕의 

청정 기술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에너지 저장 산업을 재충전할 것입니다. Li-Cycle은 주 정부의 

지원으로 핑거레이크 지역에 26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우리 주의 경제 성장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1%2FLi-Cycle_Rochester_Hub_2_Warehouse_Construction_Site.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356e8b1da8b4377080708dad3075f5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543261321309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iW7TfhDx29CQnyZM3pn8qxRYsj1b65HGR3Mz%2BFxYTc%3D&reserved=0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탄력적인 미래를 만들어 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활용하기 위해 Li-Cycle이 

뉴욕 주에 첫 미국 기반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SD는 Li-Cycle이 

새로운 고용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Li-Cycle에 최대 1,3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i-Cycle은 2023년에 단계적으로 로체스터 허브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i-Cycle의 "Spoke"와 "Hub" 운영은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을 띱니다. Li-Cycle은 현재 

수명이 다한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 스크랩을 최소한의 폐수와 배출물을 생산하는 독점 

공정을 통해 처리하는 미국 기반 Spoke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Li-Cycle's 

Spokes의 주요 생성물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을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임계 금속을 

포함하는 블랙 매스입니다. Li-Cycle은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Hub'에서 블랙 매스를 배터리 등급 물질로 변환할 것입니다.  

  

'Spoke'를 운영하여 연간 최대 5,000톤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분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Hub" 시설은 미국 전역의 Spoke 위치에서 블랙 매스를 공급받아 연간 약 

225,000대의 전기 자동차에 해당하는 배터리 재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배터리 

등급 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은 미국에서 경제적, 환경적,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i-Cycle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Ajay Koch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체스터 지역에 Spoke & Hub 시설을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어서 기쁘고 ESD의 

강력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Li-Cycle의 퍼스트 무버 이점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제조업체에 중요한 배터리 재료를 계속 확장하고 제공하여 국내 재료 소싱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입증된 선도적인 방법이며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설립된 Li-Cycle은 폐수 방전을 유지하고 회사의 폐기물 

제로 철학을 실현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최대 95%를 재생할 

수 있는 고유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회수된 모든 재료는 배터리 생산 또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됩니다.  

  

Li-Cycle의 로체스터 "Hub" 프로젝트는 파크 내에서 현재 114개 회사에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의 재건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EBP의 기타 지속 가능한 기술 



노력에는 베스트 테스트 및 상업화 센터(BEST Test and Commercialization Center), 

코닥 셀 조립 센터(Kodak Cell Assembly Center) 및 플러그 파워(Plug Power) 등이 

있습니다. EBP에서 번창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시설을 운영하는 DuPont, L3 Harris, 그리고 LiDestri Food & Drink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astman Business Park에 있는 Li-Cycle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뉴욕 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대변합니다. 이 전향적인 

프로젝트는 핑거레이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뉴욕을 에너지 저장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Cycle이 로체스터의 Eastman 

Business Park에 시설을 확충한 것은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건설 단계 동안 200개 이상의 영구적이고 보수가 높으며 친환경적인 

일자리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레이터 로체스터가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이 영향력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Hochul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Joshua Jense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사회가 차세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업계 리더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Eastman Business Park와 먼로 카운티에 대한 Li-Cycle의 투자는 

이 지역사회와 주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로체스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의 비즈니스 및 기술 인프라가 

독특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Adam Bello 먼로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Cycle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더 많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에 따라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수백 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는 Li-Cycle과 협력하여 먼로 카운티의 운영 확대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Li-Cycle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Kathy 

Hochul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Li-Cycle의 확장을 축하하고, 

로체스터가 21세기 첨단 기술 일자리 성장을 위한 완벽한 장소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이러한 투자를 해준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Finger Lakes Forward를 

통해 로체스터의 경제를 지원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신나는 미래를 가진 희망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Bill Reilich 그리스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 타운은 그리스의 

Eastman Business Park에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9년부터 Li-Cycle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새로운 경제 개발 및 혁신 오버레이는 우선적인 지역 

승인을 위한 길을 닦았고, 우리 경제 개발 팀은 환경 허가를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협상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오직 Li-Cycle만이 이 

프로젝트를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Li-Cycle의 HUB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 팀은 매일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산업 발전과 투자는 10년이 넘도록 볼 수 

없었고 저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청정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중력과 2차 경제 성장을 창출합니다. 그리스에 

대한 Li-Cycle의 투자는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건설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의 Eastman Business Park에 Li-Cycle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odak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Jim Continen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odak은 배터리 

및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과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한 당사의 노력을 반영하는 Li-

Cycle Hub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ub 프로젝트는 

유틸리티, 철도, 보안 및 시설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의 방대한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로체스터 지역은 직간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Li-Cycle에서 

제공하는 독점 자재 복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로체스터 상무부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inger Lakes REDC) 공동의장인 

Bob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astman Business Park의 Li-Cycle 사업 확대는 

그레이터 로체스터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혁신이 번성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이며, 

우리 지역의 큰 승리입니다. 이 위대한 회사가 우리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재능, 리소스 및 

지원에 의해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공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SD, 먼로 카운티, Li-Cycle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Ajay Kochhar가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에 잘 계산된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GRE)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att Hurlbu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astman Business Park에서 배터리 

재활용 허브를 만들려는 Li-Cycle의 계획은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인프라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전문 지식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GRE는 Li-Cycle의 대규모 튜자와 지역사회의 2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발전 자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Li-Cycl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li-cycle.com/을 참조하십시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지역 설계 

계획은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i-cycle.com%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356e8b1da8b4377080708dad3075f5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543261321309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qbHhrbhE0TS%2BSswrp2yloWG1qNSaK79ISLZ1TmxaOc%3D&reserved=0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또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위원회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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