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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 157개개개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 및및및및 

저가저가저가저가 전력전력전력전력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363개개개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유지유지유지유지 및및및및 약약약약 1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자본투자가자본투자가자본투자가자본투자가 수력수력수력수력 배정배정배정배정 및및및및 전력전력전력전력 수익금수익금수익금수익금 

교부와교부와교부와교부와 연계연계연계연계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뉴욕주 서부 지역 3개 

기업에 저가 수력 배정을 승인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지역의 다른 3개 

기업에 뉴욕주 서부 지역 전력 수익금 교부도 승인하였습니다. 합쳐서 그들은 약 1억 

달러의 자본투자와 157개의 새 자리를 포함한 363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저가 전력으로 이 기업들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백만 달러의 

자본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진정 움직이고 있는 지역을 위한 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수력은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에서 끌어와 Niagara 카운티 소재 Lackawanna의 

Just Greens 및 Niagara Falls의 North American Hoganas와 Chautauqua 카운티 소재 

Lakewood의 Cummins에 배정될 것입니다. North American Hoganas는 현재 이전의 

수력 배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뉴욕주 서부 지역 전력 수익금 이니셔티브에 의거 Buffalo 소재 두 기업인 

We Care Transportation 및 Buffalo Niagara Enterprise와 Niagara 카운티 Cambria 소재 

Cambria Asphalt Products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NYPA 회장 John R.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NYPA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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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나이아가라 발전소 발전량의 1/3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초석입니다. 

이러한 저가 수력 배정 및 전력 수익금 교부는 원가를 낮추기 원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자산입니다.” 

 

총 2,940 킬로와트(kW)의 최신 배정은 확장 프로젝트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하는 뉴욕주 서부 지역 기업들을 위해 NYPA의 Expansion Power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옵니다. 배정은 7개년 계약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Just Greens는 Lackawanna 비즈니스 파크에 68,000 평방피트의 수직 농장 건설 계획을 

위해 1,840 kW를 배정받았습니다. 수직 농장은 다층 온실에서 수경 채소를 연중 

생산합니다. 12에이커 부지에 3260만 달러 시설이 건설되면 세계 최대의 최첨단 수직 

농장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3년에 걸쳐 총 36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Just 

Greens는 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를 위해 Erie 카운티 산업개발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Tim Kenned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저가 수력을 

배정함으로써 뉴욕주는 우리 지역 경제에 투자하여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Just Greens는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 

수력 분배가 뉴욕주 서부 지역에 갖는 영향력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가치있는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신 NYPA와 Cuomo 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NYPA의 오랜 고객이자 세계 최대의 철 분말 공급업체인 North American Hoganas 는 

400 kW의 수력을 받고 Niagara Falls 설비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철 분말은 자동차 부품, 식품 강화 및 보존과 수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건설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조업은 이번 여름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ummins는 40,000 평방피트의 창고 공간을 새 기계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700 kW를 

받을 것입니다. 1974년 이래 Jamestown 엔진 공장에서 조업해온 이 부품 제조 회사는 

현재 1,400여명을 고용하고 세 가지 디젤엔진 플랫폼과 함께 블록 및 헤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최소한 4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Cummins는 Cummins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약속 대가로 Excelsior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공제 최대 200만 달러를 제의한 Empire State Development와 그리고 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를 위해 Chautauqua 카운티 산업개발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Catharine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mmins Engine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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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은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의 우리 지역사회 투자는 정말 경이적입니다.”  

 

확장 전력은 나이아가라 발전소로부터 반경 30마일 이내의 기업 또는 Chautauqua 

카운티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매 시장 전기보다 현재 40% 이상 낮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수력은 지역의 100여개 기업의 수 만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We Care Transportation은 뉴욕주 서부 지역의 신체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최대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압축 천연가스 차량을 수용하여 

연료비를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하도록 100만 달러의 전력 수익금을 교부받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2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회사는 그러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추가로 직원 100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ESD는 CNG 급유소 건설 및 새 차량 구입을 하도록 We Care Transportation에 1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의하였습니다(지역 협의회 기금 $460,000 및 경제개발기금 

$540,000). 

 

주 하원의원 Crystal D. Peoples-Stok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PA 전력 수익금 

이니셔티브는 우리 지역을 위해 윈윈입니다. We Care Transportation은 동쪽 동네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Buffalo와 뉴욕주 서부 지역을 위해 새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려는 Cuomo 지사의 

지속적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Buffalo Niagara Enterprise는 비영리 경제개발 단체인데 Buffalo-Niagara 지역의 노동 

시장 연구를 수행하도록 약 $66,000를 받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력 개발 기관들에게 

목표 산업별 장단기 일자리 추산, 이러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 학교들이 배출하는 

졸업생 수, 노동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격차 및 지역의 7개 고성장 목표 

산업을 위한 전형적 경력 경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Cambria Asphalt Products는 Lockport Junction Road 설비에 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도록 약 $73,000를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원가를 

낮추고 공장 배출 가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로 직원 6명을 유지하고 

추가 요원 1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것인 

깨끗하고 저렴한 수력의 혜택을 취하여 그것을 우리 커뮤니티 경제를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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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때 뉴욕주 서부 지역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전진시키는 이니셔티브에 계속 헌신하는 NYPA 이사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 하원의원 John Ceret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모든 사람을 위한 홈런입니다. 인센티브는 수 백만 달러의 자본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계속 재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 

결과를 보니 흥분되며 우리 경제가 번영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상원의원 Rob Ort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현지 기업을 위한 NYPA의 최근 

저가 수력 배정과 전력 수익금 교부 승인은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뉴욕주 서부 

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우리 지역을 계속 전진시킬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뉴욕주 서부 지역 수익금 교부는 미활용 나이아가라 수력의 

시장 판매로부터 얻는 순수익으로부터 가능한 데, 2012년에 Cuomo 지사가 입법 서명한 

법률에 기인합니다. 교부금 수여 추천은 서부뉴욕주 전력 수익금 배정 위원회가 합니다. 

 

최신 교부를 포함하여 2013년 이래 30개 기업이 약 2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NYPA는 수익금 기금에 41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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