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100 건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장하고 

창출하기 위한 플러그 파워(PLUG POWER) 발표  

  

주도 지역 회사, 전기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다  

  

뉴욕 주의 청정 에너지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체 에너지 기술의 선두 공급 업체인 플러그 

파워(Plug Power)가 주도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는 97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사라토가 카운티의 클리프턴 

파크(Clifton Park)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원에 대한 뉴욕의 지원을 지지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소와 연료 전지 

생산의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지구의 존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는 20년 이상 수도 지역에서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뉴욕으로의 확장은 주 정부가 기후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위한 플러그 파워(Plug 

Power)의 투자는 첨단 기술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테크 밸리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라토가 카운티의 신 

제조 설비는 거의 대략 100 건에 달하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 주에서 전기 자동차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수도권은 플러그 파워(Plug Power)와 같은 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고 확장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는 38,4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을 만드는 데에 거의 2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소 연료 전지 제조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대체 에너지 원으로 

수소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솔루션과 자재 관리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는 



 

 

97개의 일자리 창출에 전념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에 기반하여 대략 640,000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의 최고경영자 Andy Marsh는. “플러그 파워(Plug Power)가 

고객과 직원들의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클리프턴 공원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인 테크놀로지 솔루션과 입증된 독창성, 

풍부한 인재들 및 수도권의 독창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크나큰 성공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첨단 제조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회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Plug Power)의 확장은 주도 지역이 좀 더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힘을 

쏟으며 지역 경제와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위한 뉴욕 주의 공약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첨단 제조는 뉴욕 경제의 주된 요소이며, 주 정부의 투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과 공동 연구 지원을 기회로 삼아, 주 정부는 산업 혁신을 

계속해서 장려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과학 기술과 혁신 부서(Divi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청정 에너지 

중심의 여럿을 포함하여, 산학 협력을 장려하는 첨단 기술 센터(Centers for Advanced 

Technology)와 우수 연구 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Cuomo 주지사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향한 중요한 

목표로 나아가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1997년에 설립된 플러그 파워(Plug Power)의 본사는 알바니 카운티의 라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상업화 및 제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제품 솔루션은 현재 전 

세계의 유통 및 제조 중심 대기업들의 전기 자동차와 산업용 트럭에 사용되고 있는 

연납축전지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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