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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3년년년년 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 전력전력전력전력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 데데데데 일조했다고일조했다고일조했다고일조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25,0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 발생하고발생하고발생하고발생하고, 만간부문만간부문만간부문만간부문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로투자로투자로투자로 수수수수 억억억억 달러와달러와달러와달러와 

경제개발보조금경제개발보조금경제개발보조금경제개발보조금 1,300만만만만 달러가달러가달러가달러가 웨스턴웨스턴웨스턴웨스턴 뉴욕에뉴욕에뉴욕에뉴욕에 제공되다제공되다제공되다제공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창출된 25,000개의 일자리와 수 억 달러의 자본 

투자 약속이 뉴욕전력공사(NYPA)에서 시행하는 세 개의 뉴욕주 경제개발 전력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 및 기타 기업에게 2013년 염가의 전기를 배정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개발 아젠다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일자리와 새로운 민간부문 투자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염가의 전기는 이곳 뉴욕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전기 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업스테이트 뉴욕의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최근의 소식과 함께 오로지 일자리 창출에 쏟은 우리의 

관심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경제 재건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 배정은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NYPA의 Niagara 및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발전소와 알뜰한 시장 전기 구매를 통해 염가의 전기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뉴욕주 

프로젝트)과 두 개의 수력발전 프로그램 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 총수와도 연관 

있는 개별 지원금도 웨스턴 뉴욕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NYPA는 ReCharge NY에 따라 제공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910 MW의 전기 중 736 MW를 

승인하였습니다. 총 607개 업체와 69개의 비영리단체는 현재 2012년 중순 경부터 전기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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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이 염가의 전기에 대한 보답으로, 

수혜자는 38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십억 달러의 자본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NYPA는 2013년에 Replacement Power 및 Expansion Power 프로그램에 따라 12건의 새로운 

전기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Niagara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두 블록의 전기를 이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경제 개발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통해 뉴욕주에서의 기업 상황 개선 틀을 

구축하였습니다”라고 NYPA의 John R. Koelmel 회장이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주 자산은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띠는 사례 

중의 하나는 우리의 2013년도 결과에도 반영되었듯이 염가의 NYPA 전기를 새롭게 배당한 

것입니다.”  

 

“2013년은 NYPA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이 우리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큰 

성공을 거둔 해였습니다”라고 NYPA의 Gil C. Quiniones 사장 겸 CEO가 말했습니다. “지난 해 전기 

배당으로 발생된 일자리와 투자 약속은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과 그의 리더십에 

따라 진행된 다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웨스턴 뉴욕에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NYPA 이사들은 2013년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19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1,300만 달러를 승인하여 1,400여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미활용되고 있는 Niagara 발전소의 순수입분을 자본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법률로 생겨났습니다. 이 법률은 NYPA 

이사들에게 상을 추천하기 위해 웨스턴 뉴욕 PPAB(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 설립을 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웨스턴 뉴욕에서의 첨단 제조기술 개발, 인력개발, 관광 홍보를 위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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