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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UOMO 주지사와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CEO의 

SOLARCITY RIVERBEND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TESLA 및 PANASONIC의 공동 

작업에 대한 성명  

 

Andrew M. Cuomo 주지사와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CEO는 오늘, SolarCity의 RiverBend 공장에서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제작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주요 내용의 Tesla 및 Panasonic과의 

계약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SolarCity 인수 건에 관한 Tesla 주주들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는 2016년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성명:  

 

“SolarCity의 태양 전지판 생산의 핵심인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의 생산에 협력한다는 

Tesla 및 Panasonic의 계약으로 버펄로의 경제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정체와 쇠퇴 후에, 우리는 산업 전체 영역에서 변화의 추진력을 가진 웨스턴 뉴욕의 상승 

추세 기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한 우리의 투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될 것이며, 이 계약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최첨단 혁신의 국가적인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Howard Zemsky ESD 사장겸 CEO의 성명:  

 

“Tesla의 Panasonic과의 제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회사의 

경쟁력과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역 전체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Tesla와 

Panasonic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이 혁신적인 제휴는 버펄로를 가격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생산의 국가적 리더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 년동안 

웨스턴 뉴욕이 앞으로 전진할 추진력을 유지시켜줄 원대한 계약입니다.” 

 

SolarCity 이사회는 올해 8월에 Tesla의 26억 달러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연방 거래 

위원회는 Tesla의 SolarCity 인수를 반독점 승인했습니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는 

11월로 예정된 주주 투표의 계기가 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SolarCity의 120만 평방 피트 규모 리버밴드 소재 GigaFactory는 전문화된 태양전지판 

제조 장비 설치를 포함한 공장 내부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현재 초점을 맞추어 

완료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이 Gigafactory는 매일 약 10,000개의 태양전지판을 생산할 

https://electrek.co/2016/08/01/tesla-and-solarcity-agree-on-a-2-6-billion-deal-45-day-go-shop-period/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한 바과 같이, SolarCity는 웨스턴 뉴욕에 

1,46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주와 SolarCity 간의 건설부터 맞춤형 임대 계약에 따라, 이 기업은 완공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시설과 뉴욕주에서 특정 수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처음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특정 운영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완전 가동 후에도 뉴욕주에서 10년 동안은 결합 

자본, 운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약 50억 달러까지 지출 또는 발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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