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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캐나다 회사인 리-사이클이 먼로 카운티에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허브를 건설한다고 발표  

  

지속가능 기술 관련 회사로 이스트먼 비지니스 파크에서 미국 지역 운영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1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사업을 보완하는 뉴욕주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북미 기반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자원 재생 회사인 리-

사이클 주식회사(Li-Cycle Incorporated)가 뉴욕주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 EBP)에 

위치한 15.4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허브(Hub)'를 건설하는 데 

1억 7,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먼로 카운티의 공원에 위치한 

리-사이클의 첫 번째 미국 '스포크(Spoke)'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시설입니다. 

회사는 스포트 시설에서 근무자 23명과 더불어, 허브에서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리-사이클이 뉴욕주 로체스터의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 및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시설을 뉴욕주에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사이클은 2021년 허브 시설 건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이클과의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가 

많은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육성할 것이며, 이 지역의 에너지 저장 산업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뉴욕의 청정 기술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더 

강해지고 계속해서 핑거 레이크스를 발전시키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의 "스포크"와 "허브" 운영은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미 사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한 곳에 모아 정제하여 재료를 분리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미국 기반 

스포크 시설 여러 곳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에 문을 열 로체스터의 리-사이클 소속 

스포크는 이미 사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연간 최대 5,000톤까지 파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로체스터의 허브는 로체스터의 스포크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유사한 

시설로부터 배터리 재료를 공급받아 새로운 배터리 등 향후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가공을 실시할 것입니다. ESD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를 통해 리-사이클이 신규 고용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의 Tim Johnston 회장 겸 공동 창립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체스터에 리-사이클 최초의 상용 허브 정제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시설은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지속가능 에너지 응용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 북미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과 같은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재료가 지속 

가능하게 순환 생산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개발을 추진해주신 

지역사회, 정부 기관 및 코닥(Kodak)의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설립된 리-사이클은 폐수 방전을 유지하고 회사의 폐기물 

제로 철학을 실현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80~100%를 재생할 

수 있는 고유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회수되는 모든 재료는 배터리 생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처리되어 순환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타 부문에서 재새용되거나 재활용을 위한 

추가 단계로 이동(철이나 플라스틱 등)시켜 발생하는 모든 재료가 다시 경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전자 장치, 전자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은 이스트먼 비지니스 파크가 파크 내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미국 및 기타 

지역으로 증가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브 건설 최적지로 판단한 후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허브 프로젝트는 현재 114개 회사에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의 재건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EBP의 기타 지속 가능한 기술 노력에는 베스트 테스트 및 상업화 

센터(BEST Test and Commercialization Center), 코닥 셀 조립 센터(Kodak Cell 

Assembly Center) 및 플러그 파워(Plug Power) 등이 있습니다. 또한 EBP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타 기업으로는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시설을 

개장한 듀퐁(DuPont), L3해리스(L3 Harris), 리데스트리 푸드 앤 드링크(LiDestri Food & 

Drink), 클린워터 오가닉 팜(Clearwater Organic Farms) 등이 있으며 클린워터 오가닉 팜 

또한 2020년 가을 최신식 상업용 수경 온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위치할 리-사이클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에너지 

산업에서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이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뉴욕주를 에너지 저장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사장 대행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새롭고 깨끗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저장 부문의 성장은 우리의 국가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리-사이클은 폐기물 제로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번창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의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Jo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리-

사이클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로체스터 지역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로운 

일입니다. 이스트먼 비지니스 파크는 국가 연구, 혁신 및 기술 허브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하고 우리의 노동자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은 이러한 로체스터 지역사회가 가장 최근에 참여한 

파트너입니다."  

  

Peter Lawrenc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먼로 카운티의 

고숙련 인력과 턴키 인프라 및 시설로 인해 기업이 사업을 확대할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환영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스트먼 비지니스 

파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리-사이클 주식회사를 위한 가장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장소입니다. 저는 리-사이클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재투자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매우 기쁩니다."  

  

먼로 카운티의 Adam Bello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미네이트 뉴욕 대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먼로 카운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기업가 정신을 비롯해 

과 혁신, 포토닉스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루미네이트 뉴욕이 

이러한 신생 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초기 자금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여기 먼로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의 대회 

수상자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로체스터의 Lovely A.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리-사이클 주식회사의 

확장과 함께,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서 적어도 1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로체스터에서 21세기 형 하이테크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통해 로체스터 경제에 투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활기찬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타운의 Bill Reilich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우리는 리-사이클이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 및 그리스 타운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리-사이클의 투자는 EBP의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에서 더 많은 성장을 



 

 

위한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EBP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은 

성공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스 타운의 2020 종합 계획(2020 Comprehensive Plan)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타운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리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의 사장 겸 코닥의 최고재무관리자인 Dave Bullwink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된 리-사이클 허브 프로젝트는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 및 로체스터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허브 프로젝트는 레드 로체스터(RED-Rochester)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철도, 보안, 위험을 비롯해 코닥이 제공하는 시설 관리 서비스 등 파크의 

방대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정된 프로젝트에 따라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는 

로체스터 지역에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GRE) 사장인 Matt 

Hurlbutt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서 배터리 

재활용 허브를 만들려는 리-사이클의 계획은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인프라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전문 지식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GRE는 리-사이클의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지역사회의 100개 

일자리 신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발전 자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리-사이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견고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충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80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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