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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북부북부북부북부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경제경제경제경제 개발개발개발개발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입법입법입법입법 지도자들과의지도자들과의지도자들과의지도자들과의 계약계약계약계약 발표발표발표발표 

 

St. Regis 부지의부지의부지의부지의 청구청구청구청구 계약에계약에계약에계약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협정인협정인협정인협정인 St. Lawrence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연간연간연간연간 약약약약 2백백백백 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예상예상예상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북부 지역의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기금을 

만드는데 입법 지도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뉴욕 전력청(NYPA)의 St. 

Lawrence 카운티의 경제 발전에 적용되는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에서 

미활용 되던 수력 블록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순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약 연간 2백만 

달러의 예상 수익의 사용은 또한 최근에 발표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의 전체 패키지의 일부로서 

St. Lawrence 카운티로 지불되는 St. Regis 부지 청구 계약에 따라 한 약속과 일치됩니다.  

 

“이 계약은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의 노력에 추가적인 차원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역의 미활용 수력 공급을 활용하여, 우리는 북부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St. Lawrence 카운티의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투자합니다. 저는 의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온 많은 지역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주 입법부 대표자들의 합의하에, “하부 할당”에 대한 사업권이 있는 

Massena 전기국(MED)과의 계약에 의해 가능해진 20 메가 와트 이상의 수력 발전은 또한 

전력도매시장의 판매 순이익으로 경제 개발 구역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 또는 “수익금”은 북부 뉴욕 경제 개발 기금으로부터 St. Lawrence 카운티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체인 북부 뉴욕 전력 수익금 배분 

위원회는 자금 투자, 일자리를 포함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 수상자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NYPA 

이사회는 수상을 결정하기 전에 권고를 취할 것입니다.  

 

2012년 이후, MED에 의해 20 메가 와트는 St. Lawrence 강 계곡 재개발 기관(RVRDA)와 북부 카운티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비용 기반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하위 할당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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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화폐 가치는 이제 새로운 입법의 결과로 차지할 것입니다. RVRDA와 IDA는 모두 기금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NYPA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조금 

신청에 조언을 제공 할 것입니다 

 

Jonathan Putney, St. Lawrence 카운티 위원회 의장은 “매년 전력을 수백만 달러로 전환하는 이 

계약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이 양당적 합의는 우리의 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이러한 경제적 발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와 다른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O. McNeil, St. Lawrence 강 계곡 재개발 기관 관장은 “강 계곡 재개발 기관은 거의 4년 동안 

화폐로 전환되는 경제 발전 동력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는 지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위해 노력한 주지사와 우리 지역의 주의회 의원들을 칭찬하고 이 

독특한 새로운 자원을 통해 지역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trick J. Kelly, St. Lawrence 카운티 산업 개발 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오늘의 발표는 St. Lawrence 

카운티로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Cuomo 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이러한 자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뉴욕 전력청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il C. Quiniones, NYPA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St. Lawrence 경제 발전 전력의 수익 창출을 위해 

Cuomo 지사의 주도로 진행된 이 계약은 중요한 개발이며 주와 St. Lawrence 카운티에 이 전력을 

경제 개발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경제 

발전의 기회를 식별하는 St. Lawrence-FDR의 연방 정부 운영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10년 계약의 

현재 검토중인 전력 당국의 노력과 일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력 발전에서 생산한 이 20 MW는 이전에 뉴욕주외의 고객에게 판매되었으며 2003년 연방 재 

라이센싱 기간 동안의 St. Lawrence-FDR 프로젝트에서 다시 뉴욕주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북부 뉴욕 전력 수익금 배분 법안은 서부 뉴욕의 경제 개발을 위한 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미활용 수력 사용을 위해 2012년에 만든 법안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20개 이상의 기업에 보조금을 수여하는 승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부 뉴욕 전력 수익금 배분 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 될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3명의 위원은 St. Lawrence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원 의원 Patty Ritchie는 “우리의 처분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며 과거 4년 동안 저는 북부 카운티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면서 NYPA의 

자원들을 St. Lawrence 카운티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이득이 되도록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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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과 관련하여 Cuomo 주지사에게 축하를 보내고 북부 카운티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조언과 함께 그와 앞으로도 긴밀하게 일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Addie Russell은 “저는 St. Lawrence 카운티에서 20 메가 와트의 화폐 가치의 혜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St. Lawrence 카운티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필요했던 

많은 경제 발전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매년 전력의 수익 창출을 통해 2백 만 달러를 만드는 이 

계약은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확장, 중요한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을 여는 

카운티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이 새로운 연간 세출 예산은 St. Lawrence 카운티 경제에 대단한 향상을 

제공 할 것입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수력 자원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Joseph A. Griffo는 “저는 Cuomo 지사가 St. Lawrence FDR 전력 프로젝트가 항상 해당 

지역으로 도움이 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계약은 북부 

카운티에서 약속된 20 메가 와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고 St. Lawrence 

카운티에서 필요했던 경제 개발 사업에 수익금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 전력청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면서 저는 그들이 새로운 북부 뉴욕 전력 수익금 배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권장 사항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저는 지방 정부가 그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NYPA와 새로운 위원회 사이의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역의 이익을 위한 다른 두드러진 전력 할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anet L. Duprey은 “추가 보조금에 수 백만 달러를 할당하는 주지사의 제안은 기업들이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북부 카운티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PA 이사이자 Massena 주민인 판사 Eugene L. Nicandri은 “북부 뉴욕의 수익금 입법은 St. 

Lawrence-FDR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의 초석으로 가져온 특별한 가치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한 Cuomo 주지사와 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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