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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ECHARGE NY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의거의거의거의거 제제제제5차차차차 라운드의라운드의라운드의라운드의 저가저가저가저가 전력전력전력전력 할당을할당을할당을할당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제5차 라운드의 ReCharge NY 전력 

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약 1억 5600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14메가와트(MW) 이상의 저가 전력이 19개 기업과 1개 비영리 단체에 분배될 

것입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주지사에 의해 수립되었고 2011년에 의회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체들 및 기타 단체들에게 저가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쳐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저가 전력은 기업들이 전반적 비용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 개발 

도구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ReCharge NY는 큰 성공임이 입증되었으며 이 

5회차분의 저가 전력 배정은 주 전역 커뮤니티의 일자리 성장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NYPA의 의장인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의 배정은 주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 투자를 대표하면서도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에 의거 총 910 메가와트의 전력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전진입니다. 이는 제5차 라운드의 배정인데(2013년으로서는 

제1회차분) 우리는 뉴욕주 경제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저가 전력 혜택을 최적화하는데 있어서 

모멘텀을 년중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NYPA의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향이 가능한 한 

뉴욕주의 여러 지역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 ReCharge NY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력을 전략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Empire State Development 및 주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들과 함께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NYPA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의 

리드를 계속 따를 것입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첫 네 차례의 배정은 작년에 있었으며 612개 기업 및 75개 비영리 

단체에 약 730MW를 배정하였습니다. (1 메가와트는 일반적으로 800 ~ 1,000 가구의 전기 소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상원 에너지통신위원회 의장인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 수 천개의 일자리를 지속하도록 도울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저가 수력 전기가 우리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갖고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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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라고 말해왔습니다. 본인은 선정된 기업들에 축하를 드리며 뉴욕주 전역의 더 많은 기업에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배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원 에너지위원회 의장인 Amy Pau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우리는 뉴욕주의 일자리 창출자들이 비즈니스 성장과 인력 확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경제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투자를 대표합니다. 본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튼튼한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ReCharge New York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신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및 자본 투자 약속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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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7년의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력의 절반인 

455MW는 전력청의 Niagara 및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로부터 오는 저렴한 

전기입니다. 그 나머지 455MW는 NYPA가 시장 소스로부터 확보하는 경제적인 전력입니다.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유지를유지를유지를유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배정배정배정배정: 

회사회사회사회사 도시도시도시도시 kW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 

Benchemark Printing, 

Inc.  

Schenectady 236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236 
 

Garlock Sealing 

Technologies, LLC 

Palmyra 1,950 $10,000,000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1,950 $10,000,000 

Air Stream Corp. Oceanside 150 $250,000 

Formed Plastics, Inc. Carle Place 246 $200,000 

Island Pro Digital, Inc. Hauppauge 10 $100,000 

New York Label & Box 

Corp. 

Islandia 5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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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Media 

Holdings, LLC 

Bethpage 836 $20,000,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1,292 $21,050,000 

Teatown Lake 

Reservation 

Ossining 10 $350,000 

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10 $350,000 

Rainbow Media 

Holdings, LLC 

New York 280 $5,000,000 

Tommy Hilfiger USA, 

Inc. 

New York 556 $3,200,000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836 $8,200,000 

Cives Steel Company, 

Northern Division 

Gouverneur 220 $100,000 

Current Applications, 

Inc. 

Watertown 40 $693,000 

Prevost Car (US) Inc. Plattsburgh 130 $0 

Soucy USA Champlain 170 $450,000 

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560 $1,243,000 

Clifford H. Jones Inc. Tonawanda 40 $50,000 

Culinary Art's 

Specialties, Inc. 

Cheektowaga 220 $1,150,000 

JJP Contract Packaging, 

D/B/A Plesh Contract 

Packaging 

Buffalo 76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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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336 $1,450,000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배정배정배정배정: 

회사회사회사회사 도시도시도시도시 kW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 

Benchemark Printing, Inc.  Schenectady 106 $1,00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106 $1,000,000 

Cayuga Marketing LLC Auburn 4,760 $97,664,840 

607 Phillips Street Holdings, 

Inc. 

Fulton 3,150 $3,25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7,910 $100,914,840 

Select Product Holdings LLC Huntington 700 $5,000,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700 $5,000,000 

Prevost Car (US) Inc. Plattsburgh 90 $4,500,000 

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90 $4,500,000 

Culinary Art's Specialties, Inc. Cheektowaga 80 $2,00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소계소계소계소계:  80 $2,000,000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