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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uffolk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신규신규신규신규 ‘Autronic Plastics’ 시설시설시설시설 개관개관개관개관 

 

이를이를이를이를 통해통해통해통해 21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확보확보확보확보 및및및및 106개의개의개의개의 기존기존기존기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안정화안정화안정화안정화 

Autronic Plastics , Long Island 체류체류체류체류 결정은결정은결정은결정은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덕분덕분덕분덕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ffolk 카운티 소재의 사출 성형 회사인 Autronic 

Plastics 의 신규 확장 시설이 개관되어 2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06개의 

기존 일자리가 더욱 안정화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는 뉴욕 전력공사 (New York Power Authority)로부터 436 

킬로와트의 전력을 저가로 공급받게 되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40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시행한 대가였다. 

 

“우리는 뉴욕 주 전체와 Long Island 소재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렴한 전력 공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보다 탄탄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투자는 뉴욕 주 전체에 커다란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Autronic Plastics 는 Nassau 카운티의 Westbury에서 50년간 운영되었으며 지금은 

근거지를 Central Islip으로 옮겼다. 당사의 10만 평방피트의 시설은 사출 성형, 공구 

제작, 제품 조립,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최적화되어 있다. 당사는 2013년 7월 ReCharge 

NY상을 수상하였다. 당사의 Long Island 신규 시설 동영상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Cuomo 주지사는 2011년 ReCharge NY을 시행하여 기업 및 비영리 기구들에 대해 운영 

비용을 낮추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최대 7년 동안 저가로 

전력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력의 절반은 (455 메가와트) 뉴욕 

전력공사의 Niagara 및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에서 조달된다. 

해당 발전소는 뉴욕 주에서 최저 비용의 전력을 생산한다. 나머지 455 메가와트는 뉴욕 

전력공사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한다. 

 

“Autronic Plastics 의 발전은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이 뉴욕 경제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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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미친다는 좋은 예”라고라고라고라고 뉴욕뉴욕뉴욕뉴욕 전력공사전력공사전력공사전력공사 회장겸회장겸회장겸회장겸 CEO인인인인 Gil C. Quiniones가가가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그들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톰 Sandy 이후, 우리 회사는 제품 수요와 성장을 위해 Westbury와 North Carolina 

지역의 공정 가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Autronic Plastics  CEO인인인인 

Michael Lax가가가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Central Islip 지역의 신규 시설은 최첨단의 기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Long Island에서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ReCharge NY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Cuomo 주지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778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679개 

기업과 72개 비영리 기구에 공급되었다. (1 메가와트는 일반적으로 800 ~ 1,000 가구의 

전기 소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력이다.) 

 

전력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Autronic Plastics 는 지하철 플랫폼 조명, 지하철 터널 

유지보수 조명 시스템, 건설 현장 조명을 위한 최첨단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뉴욕 주 에너지 연구 개발원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 

 

“LED 조명은 백열등 조명에 비해 약 1/6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Autronic 

Plastics 의 프로젝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하에 뉴욕 주는 새롭고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보다 깨끗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보다 값싼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연구개발원연구개발원연구개발원연구개발원 회장겸회장겸회장겸회장겸 CEO 

John B. Rhodes가가가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뉴욕 전력공사는 현재 Autronic Plastics 의 기술을 ‘광역 교통 당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휴대용 지하철 조명 설치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Thomas D. Croci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저는 Central Islip에 새로운 Autronics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ReCharge NY는 Long Island 지역 사업체의 고비용 문제를 다루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Phil Ramos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우리 지역 사회는 Autronic Plastics 를 맞이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보전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Steve Bellone는는는는, “Recharge NY은 Suffolk 카운티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들의 성장과 발전 도모라는 목적 달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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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ip Town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Angie Carpenter는는는는, “Islip Town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은 

저의 첫 번째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ReCharge NY은 보다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우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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