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마세나 시설의 수백 개의 일자리 보전하기 위해 알코아(ALCOA)와 7년 

합의 체결 발표  

  

합의에 따라 450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2026년까지 알코아(Alcoa)의 마세나 제련소 

운영 지속 보장  

  

마세나의 동일 시설에서 145개 추가 일자리를 보장한 알코닉(Arconic)과의 2018 합의의 

연장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마세나 지역 알루미늄 제련소의 450개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알코아(Alcoa)와 합의 체결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년간 지속될 

새로운 합의는 뉴욕 전력청 신탁 위원회(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는 이사회에 3월 26일로 

예정된 이사회 투표에서 이 합의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코아(Alcoa)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사이에 맺어질 새로운 합의는 이번 달 

말로 만료하는 이전 계약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과거 계약의 내용은 

현재 알코닉(Arconic)의 지원을 받고 있는 145개 일자리의 보호를 포함했습니다. 

알코닉은 2016년 알코아(Alcoa)로부터 분리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주지사 발표에에 따르면, 알코닉(Arconic)은 2028년까지 

고용인력을 유지하며 제련소에서 총 600개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는 알코아(Alcoa)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보전하여 노스 컨트리의 발전 모멘텀을 지속하고 뉴욕의 경제 발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알코아(Alcoa)는 이번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세나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향후 노동자 및 지역에 대한 뉴욕주 투자, 

그리고 공장 시설을 보호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아(Alcoa)와의 이번 합의는 수백 개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마세나에서 기업의 운영을 연장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알코아(Alcoa)의 헌신은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스 컨트리 전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합의에 따라, 2026년까지 알코아(Alcoa)는 뉴욕 전력청(NYPA)의 세인트로렌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발전소(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FD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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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로부터 240 메가와트 저비용 수력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전기료는 알루미늄 

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며, 알루미늄의 시장 가격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알코아 알루미늄(Alcoa Aluminum)의 Tim Reye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아(Alcoa)는 뉴욕 전력청(NYPA)과 합의를 체결해 향후 7년간 마세나 제련소에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업계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지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와 Chuck Schumer 상원의원, 그리고 협력을 계속해주신 뉴욕 전력청(NYPA)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 합의가 향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Cuomo 주지사와 전력청(Power 

Authority)의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알코아(Alcoa)는 노스 컨트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주이며, 설비 운영을 지속하고 지역 노동자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를 좋은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노동자와 그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함께 이 합의를 도출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과 알코아(Alcoa)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합의는 지역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승리입니다. 알코아(Alcoa)는 노스 컨트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마세나에서 알코아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은 지역 전체를 

위해서도 이득인 윈윈 전략입니다.” 

  

Mark Walczy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주지사, 그리고 

알코아(Alcoa)가 이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합의는 

마세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알코아(Alcoa)는 뉴욕 전력청(NYPA)과 1955년 7월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전력청의 첫 번째 발전소인 세인트로렌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로젝트(St. 

Lawrence-FDR project)가 전력 생산을 시작하기 3년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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