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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및 노스 컨트리에서 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저비용 

수력 전력 배정 발표 

 

두 회사에 대한 전력 배정이 52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활용하고, 4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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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가 나이아가라 카운티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제조사들에 대한 저비용 수력 

전력 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력 배정은 52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비용 수력 전력의 이용 기회는 기업들이 스스로 

재투자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조치는 웨스턴 뉴욕과 노스 컨트리 경제에 대한 똑똑한 투자이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성장을 부양하며, 뉴욕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NYPA 이사진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있는 Mayer Bros. Apple Products에 대한 

200킬로와트 수력 전력 배정을 승인했으며, 이는 해당 제조사가 1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의 32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하면서, 서머셋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과 주스, 과일 주스, 물, 그리고 기타 관련 음료 제품 등의 병입 음료 제조사인 Mayer 

Bros.는 이 회사의 기존 시설 인근에 40,000평방피트의 건물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고객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음료 생산라인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시설이 늦은 여름까지는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YPA 회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는 

웨스턴 뉴욕의 경제 개발을 위한 초석이며, Mayer Bros.가 서머셋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결정은 그 증거입니다. 저비용 수력 전력은 에너지 고객들을 위해서 최종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제품, 시설 및 근로자에 대한 재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NYPA 이사진은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 있는 Potsdam Specialty Papers Inc.(PSPI)에 

대한 400킬로와트 수력 전력 배정도 승인했으며, 이는 해당 제조사가 2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의 포츠담 시설에서 확장 

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확장에는 신규 생산라인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서 PSPI는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건축 및 건설, 

자동차, 홈 데코 및 의료 산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는 원지(base 

paper)의 라텍스 세츄레이션(saturation)을 전문으로 합니다. 주요 제품은 특수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입니다. 

  

확장 공사는 올해 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번 수력 전력 배정에 추가해서, PSPI는 67개의 일자리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전력을 배정받습니다. 

ReCharge NY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기업 및 기타 조직에 저비용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쳐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주 차원의 

전력 프로그램입니다. 

 

NYPA 이사이고, 마세나 주민이기도 한 Eugene L. Nicand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PSPI의 약속은 이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NYPA는 이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세인트 로렌스-FDR 전력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저비용 수력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스 컨트리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전념합니다.” 

  

수력 전력 배정은 7년 계약에 따라 제조사들에 제공되며,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및 세인트 로렌스-Franklin D. Roosevelt 전력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전력으로부터 공급됩니다. 

 

NYPA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와 세이트 

로렌스에 있는 NYPA의 수력 발전소는 웨스턴 뉴욕 및 노스 컨트리에 대해서 현저한 

경제 개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저비용 수력 전력 배정은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려는 제조사들에 대해 커다란 동력을 제공합니다.” 

  

저비용의 나이아가라 수력 전력은 나이아가라 발전소 30마일 반경 이내의 회사들이나 

셔터쿼 카운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저장됩니다. 세인트 로렌스 시설에서 노던 뉴욕 

기업들에 제공되는 저비용 수력 전력 배정은 프랭클린,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 있는 회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력 전력 배정은 이미 이들 지역에서 수많은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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