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의 타이어 제조업체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수력발전 전력을 할당한다고 발표 

 

8,7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3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1.5 메가와트 

(MW)의 전력 할당 

 

또한 15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이리 카운티 리사이클링 회사 (Erie County Recycling 

Firm)에 전력 수익 기금을 수여하는 뉴욕 전력청 이사회 (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 of Trustee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하나의 

자회사인 이리 카운티의 스미토모 러버 USA (Sumitomo Rubber USA)에 저렴한 비용의 

수력발전 전력을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력 할당을 통해 8,7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3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 (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 of Trustees)는 5 월 2 일 회의에서 저비용 전력의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제조업체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력을 공급하여 저희는 이 지역 전체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토나완다의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의 확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복구력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 메가와트 (MW) 수력발전 전력 할당은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이 토나완다 

타운에서의 사업을 강화할 수있게 해줍니다. 이 2 단계 확장 프로젝트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일간 생산량을 타이어 5,000 개에서 10,000 개로 늘릴 수 있는 100,000 평방 피트 

이상의 새로운 제조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공장의 개선 사항에는 또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버펄로 주민인 John R. Koelmel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의 깨끗한 수력발전은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에서 

확장하려는 대형 에너지 사용 업체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조업체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준 덕분에 이 기업들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여기 뉴욕에서 계속 번영해 갈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은 2015 년에 굿이어 던롭 타이어 노스 아메리카 (Goodyear 

Dunlop Tires North America)로부터 제조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이 공장은 

이 기업의 미국 내 유일한 타이어 제조 시설입니다.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은 이 

장소의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이 공장의 업그레이드와 현대화 활동에 3,300만 

달러를 즉각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현재의 확장은 향후 2 년 이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은 몇 년 전에 토나완다 사업을 완전하게 통제하게 되었을 때 

기업의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기업 시민으로 

남으려는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설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기업에서 자사의 확장에 에너지 절약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진술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 1,240 개의 일자리와 연간 51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은 현재 저렴한 비용의 뉴욕 전력청 (NYPA) 수력발전 전력 12 메가와트 (MW)를 

받고 있습니다. 

 

Tim Noe 스미토모 러버 USA 매뉴팩쳐링 (Manufacturing for Sumitomo Rubber USA) 

수석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확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다란 규모의 일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웨스턴 뉴욕의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력발전 전력의 할당은 7 년 계약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전력은 전력청 (Power 

Authority)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Niagara Power Project)의 전력 블록에서 

가져옵니다. 저비용의 나이아가라 수력 전력은 나이아가라 발전소 30마일 반경 이내의 

회사들이나 셔터쿼 카운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저장됩니다. 수력 전력 배정은 이미 

이들 지역에서 수많은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 산업 개발청 (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또한 4 월 26 일 

회의에서 확장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해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에는 건설 자재 및 장비에 대한 판매세 

245,000 달러와 향후 10 년간 재산세 감면액 약 800,000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Chris Jacob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Niagara Power Project)의 저비용 수력발전 전력만큼 경제적 개발 및 제조업에 가치가 

있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스미토모 러버 (Sumitomo Rubber)에 대한 뉴욕 전력청 

이사회 (NYPA Board of Trustees)의 전력 할당은 이를 입증합니다. 1.5 메가와트 (MW) 

할당은 8,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공장의 일간 승용차용 타이어의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 30개를 만드는 확장 프로젝트를 

활용합니다. 그것은 수력발전 투자로 얻는 커다란 수익입니다.” 

  

Mark C.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비용 수력발전 

전력은 비즈니스를 위한 엄청난 인센티브이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인력 및 바람직한 

비즈니스 분위기와 함께 이리 카운티에서 경제가 회복하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수력발전은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고 그 사업이 미래를 위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리 카운티에서 스미토모 러버 USA (Sumitomo Rubber 

USA)가 확장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 경제에 훌륭한 뉴스며 

우리 지역의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Joseph H. Emminger 토나완다 수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운은 스미토모 

러버 (Sumitomo Rubber)에 저비용 수력발전 전력을 할당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 

카운티, 지역의 다른 인센티브들과 함께 이 전력 할당을 통해 스미토모 (Sumitomo)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으로 일자리를 유치하며 타이어 제조의 세계적인 

리더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나나완다 리사이클링 회사 전력 수익금 수여  

  

전력청 (Power Authority)의 화요일 이사회 모임에서 뉴욕 전력청 (NYPA) 이사회는 또한 

토나완다에 본사를 둔 트라이어드 리사이클링 앤드 에너지 회사 (Triad Recycling and 

Energy Corp)에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금 150,000 달러를 수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회사는 현장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 터빈의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어지는 3 개의 일자리를 비롯하여 15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 전력청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 미사용 수력발전 전력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가능해졌으며 Cuomo 주지사가 2012 년에 서명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전력 수익금을 지원 받을 자격이 되려면 기업이 반드시 뉴욕 전력청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반드시 비즈니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만들기 또는 일자리 보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에는 자금이 합의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 감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어드 (Triad) 기업에 수여된 최근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2013 년 이후 총 3,500만 

달러가 넘는 42 번의 지원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삼월말까지 뉴욕 전력청 (NYPA)은 전력 

수익 기금에 4,1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전력청 (NYPA)은 16 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 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단체입니다. 뉴욕 전력청 (NYPA)은 뉴욕주의 주요 

전력 공급 업체입니다. 뉴욕 전력청 (NYPA)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퍼센트 이상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입니다. 뉴욕 전력청 (NYPA)은 어떠한 세금이나 주정부 

신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채권 판매 및 전력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전력청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nypa.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에서 

NYPA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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