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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신최신최신최신 차수의차수의차수의차수의 RECHARGE NY 전력전력전력전력 배정에배정에배정에배정에 의한의한의한의한 2,400여여여여 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걸쳐걸쳐걸쳐걸쳐 14개개개개 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줄줄줄줄 저가의저가의저가의저가의 전력전력전력전력 공급공급공급공급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걸쳐 ReCharge NY 프로그램에 의거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최신 차수의 ReCharge NY 저가 전력 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5.8MW의 저가 전력 

배정은 Western New York, Finger Lakes, Mid-Hudson 지역, 뉴욕시 및 Long Island에 있는 14개 기업에 

분배될 것이며 약 2억 70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차수의 배정으로 

약 2,4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67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ReCharge NY는 Empire State의 경제 발전 창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저비용 전력은 지역사회에서 수천여 개의 영향력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ReCharge NY로 인한 파급 효과는 주 전역에 걸쳐 느낄 수 

있습니다. ReCharge NY와 같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는 뉴욕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최적의 

장소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NYPA가 시행하는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기업 및 기타 

단체들에게 저가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쳐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NYPA 회장 John Koelmel은 “오늘의 행동으로 1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은 이제 ReCharge NY 의 수혜자 

목록에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매달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업 요구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NYPA 사장 겸 CEO인 Gil Quiniones는 “NYPA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저가의 ReCharge NY 전력을 

할당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차수의 배정은 수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배정을 포함하는 이 전력 프로그램은 지난 2년에 걸쳐 619개의 기업 및 68개의 비영리 

단체에 약 736MW의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1 메가와트는 800에서 1000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파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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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상원의장인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신 배정에서 

2억700만달러의 자본 투자 노력과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11년 제가 자랑스럽게 후원한 ReCharge 

NY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경제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ReCharge NY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을 후원한 Energy & Telecommunications 멤버인 Joseph A. Griffo 

상원의원은 “일자리를 위해 저가 전력을 공급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기업들은 제가 대표하는 3개 카운티에서 약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역 투자에 수 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8회차까지 계속 유지한 Cuomo 주지사와 뉴욕전력청에 

감사를 표합니다.” 

 

뉴욕주 에너지위원회 의장인 Amy Paulin 하원의원은 “NYPA가 또 한 차수의 ReChargeNY를 승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일자리 및 자본 투자 약속 외에도 ReCharge NY 신청에 대한 기타 평가 기준으로는 사업을 하는 

전반적 비용에 미치는 전기 요금의 영향, 신청자의 조업 중단 또는 삭감 가능성, 신청자 설비가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효율 약속 등이 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조직에 최장 7년의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력의 50%에 해당하는 455MW는 뉴욕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는 NYPA의 Niagara 및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발전소에서 온 것입니다. 그 

나머지 455MW는 NYPA가 시장 소스로부터 확보하는 경제적인 전력입니다. 

 

이번 차수의 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회사회사회사 도시도시도시도시 kW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유지유지유지유지 

약속약속약속약속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약속약속약속약속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 

CCMI Inc. Geneva 50 14 0 $50,000  

J K Jewelry, Inc.  Rochester 76 65 0 $200,000  

Finger Lakes 지지지지역역역역 소계소계소계소계:  126 79 0 $250,000  

Contract Pharmacal Corp Hauppauge 726 500 200 $19,000,000  

CPI Aerostructures, Inc. Edgewood 130 268 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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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ertrack Technologies TBD 692 500 155 $15,000,000  

Flexible Business Systems, Inc.  Hauppauge 112 74 20 $3,500,000  

Visual Citi Inc 
West 

Babylon 
96 75 8 $2,250,000  

Webair Internet Development 

Inc 
Garden 시 266 34 6 $15,000,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2,022 1,451 389 $58,750,000  

Metallized Carbon Corporation Ossining 376 118 25 $850,000  

Pratt & Whitney Advanced 

Coating Technologies 
Middletown 2,100 ⁽ᵃ⁾ 100 $140,000,000 

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2,476 118 125 $140,850,000 

Jos. H. Lowenstein & Sons, Inc.  Brooklyn 200 82 10 $3,000,000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200 82 10 $3,000,000  

Dunkirk Metal Products of 

WNY, Inc. 
Dunkirk 40 18 0 $500,000  

SolEpoxy, Inc. Olean 780 55 0 $2,000,000  

Time Warner Cable Northeast 

LLC 
Buffalo 176 ⁽ᵇ⁾ 152 $2,084,527  

Western New York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996 73 152 $4,584,527  

합계합계합계합계  5,820 1,803 676 $207,43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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