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 컨트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의 

재개발에 대해 발표  

  

200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아연 광산  

  

회사의 성장과 지역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저비용 수력 발전 전력 지원  

  

광산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파울러 소재 아연 광산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의 재개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광산은 타이탄 마이닝 코퍼레이션(Titan Mining Corporation)이 총 3,300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투자를 완료한 후 공식적으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장 일자리를 

200 개 이상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뉴욕주에 대한 회사의 공약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 프로젝트는 뉴욕의 마세나 소재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세인트 로렌스-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전력 

프로젝트(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Power Project)로 4 메가 와트 규모의 

저비용 수력 발전 전력을 직접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지속적인 뉴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의 재개발은 향후 오랜 기간 

노스 컨트리의 경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비용의 전력을 할당하는 

우리의 능력이 프로젝트 완료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숙련된 

일자리 기회 수백 개를 이 지역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를 재개발하여 2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의 지원으로 이 기업은 중요한 민간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 저비용의 수력 발전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스 

https://youtu.be/bjgnM4yLBl0


 

 

컨트리와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에 희망을 새로 불러 일으킨 우리의 경제 개발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비용 전력 외에도, 뉴욕 전력청(NYPA)은 또한 최대 60 명의 현지 작업자를 공인 지하 

광부로 양성하는 120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 프로그램(Empire State 

Mines program)의 일환으로 33만 달러를 재정 지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또한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이 관리하는 노스 

컨트리 개발 기금(North Country Economic Development Fund)의 대출금 50만 달러를 

광산의 재개발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는 100년 전에 처음 채굴을 시작한 광산 

구역의 일부입니다.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400만 톤 이상의 아연을 

생산했습니다. 2,700 에이커 규모의 아연 광산은 아연 가격이 낮아서 2008년에 채굴을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연의 주된 용도는 건축, 운송, 인프라 

등을 위해 주로 강철, 다이캐스트 합금, 황동 주물 등을 아연 도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세인트 로렌스-에프디알 발전소(St. Lawrence-FDR power plant) 

수력 전기 할당은 7년 기한 계약에 따라 제조업체들에게 공급됩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등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NYPA Board of Trustees)는 2014년 12월에 아연 광산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력 발전 전력의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NYPA Board of Trustees)의 부의장 겸 마세나 주민인 Eugene L. 

Nicandri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해당 지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스 컨트리에 경제 개발 

인센티브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광산을 잘 운영하여 더 많은 노스 컨트리 주민들이 광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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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마이닝(Titan Mining)은 백 년이 넘은 이 오랜 광산을 재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수력 발전 전력 및 경제 개발 재정 지원을 통해 

완벽하게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이 지역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이 벤처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단계마다 파트너로 협력해 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타이탄 마이닝(Titan Mining)의 Keith Boyle 최고 업무 집행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광산을 성공적으로 재개발하는 데 협력해 주신 뉴욕 

전력청(NYPA) 및 우리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회사와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게 될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개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seph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및 

통신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의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타이탄 

마이닝 코퍼레이션(Titan Mining Corporation)과 뉴욕 전력청(NYPA)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2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 프로젝트에 저비용 전력 및 

경제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뉴욕 전력청(NYPA)의 핵심 사명과 일치합니다. 저는 백 

년이 지난 이 아연 광산을 다시 채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연 

광산(Empire State Zinc mine)의 재개발은 이미 노스 컨트리의 지역 경제와 취업 기회를 

찾고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노스 컨트리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이 광산에서 실행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되어 대단히 기뻤습니다. 

최근에 이 광산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70 퍼센트가 우리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보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근면한 직원들과 타이탄(Titan)의 리더십 덕분에, 이 광산은 계속 성장하여 향후 오랜 

기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ddie Jen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산의 재개발은 노스 컨트리를 

위해 좋은 뉴스입니다. 전력과 기타 재원의 할당으로 직접 고용 일자리와 파급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민 가정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고유의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지역 주민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당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 전력청(NYPA)과 주지사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이 대단히 기쁩니다.”  

  

Ken Blankenbus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연 광산의 이러한 일자리는 

우리가 효과적인 인력 개발과 저렴한 에너지에 현명하게 투자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저비용 전력 할당은 이 프로젝트 완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 프로젝트(Empire State Mines 

Project)에 대한 공약을 지켜주신 타이탄 마이닝 코퍼레이션(Titan Mining Corporation)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노스 컨트리 경제를 위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산업 개발청(St. Lawrenc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최고 경영자인 노던 뉴욕 전력 발전 할당위원회(North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의 Patrick J. Kell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NYPA)의 도움으로, 다른 자원과 인력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자산인 수력 발전 자산 한 곳을 자본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 유한책임회사(Empire State Mines, LLC)는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 지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우리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인스(Empire State Mines)를 

카운티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의 James W. Wright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노스 컨트리 경제 개발 대출 기금(North Country Economic 

Development loan fund)의 관리 기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출 기금 

대표자로서 저희는 광산 재개발 및 이 지역의 천연 자원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재투자를 

위해 중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의회의 Kevin Acre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노스 

컨트리에 대단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우리 카운티는 경제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구버너 타운의 David Spilma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연 광산의 

재개발과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200 개는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되었습니다. 광산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님, 뉴욕 

전력청(NYPA),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구버너 타운의 Ron McDougall 타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산과 그 운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뉴욕주의 경제 발전 촉진을 돕기 위해, 천연 

자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뉴욕의 빛나는 사례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보전 전력 프로그램(Preservation Power program)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스 컨트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전히 할당할 수 있는 235 

메가 와트가 넘는 저비용 뉴욕 전력청(NYPA) 수력 발전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Hydro.Programs@nypa.gov을 통해 뉴욕 전력청(NYPA)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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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퍼센트 이상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세금 또는 주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https://www.nypa.gov/power/customers/economic-development
mailto:Hydro.Programs@nypa.gov


 

 

방문하십시오.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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