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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ECHARGE NEW YORK에 의거 FINGER LAKES 지역에 대한 이차 저가 전력 배분 발표 

 
저가 전력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기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이차 배분에서 주 전역에 걸쳐 
161개의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가 추가로 80 메가와트(MW) 이상의 저가 전력을 제공 받았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ReCharge New York 배분은 상당한 민간 자본 투자를 창출하고 대략 
25,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inger Lakes 지역의 경우,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는 금주에 15개 기업에 대한 6 
MW를 초과하는, 지역 내에서 거의 5,000명의 일자리 및 상당한 자본 투자와 연관되는 전력의 
배분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수혜자에는 Rochester의 Celmet, Silver Springs Morton Salt 및 
Ontario의 Optimax Systems가 포함됩니다. 
 
밡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희는 이제 사용 가능한 저가 전력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체들이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일관된 전략을 갖추게 됩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한 동 전력 배분은 제조업체 및 다른 주요 고용주들에게 
경쟁력있고 믿을만한 에너지 가격을 제공하여 그들이 설비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고 Cuomo 주지사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저가 전력 및 기타 경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체들을 뉴욕으로 유치하고 당주의 기존 기업들의 확장과 성장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에서 금주에 승인한 배분에 따라 ReCharge New York이 
제공한 지원은 602개 사업체 및 76개 비영리단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가지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따라 배분된 약 680 MW로 인해 근 385,000명의 일자리을 유지하고 
수십억 불의 자본 투자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와 연계된 저가 
전력은 7월 1일에 고객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차 전력 배분의 전체 목록은 사음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round2allocations.pdf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round2alloc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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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Nozzolio 상원의원은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Finger Lakes 전역에 걸쳐 계속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새 일자리의 성장 및 보다 밝은 경제적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지역의 일자리 조성 
기업에 있어서 이 중요한 투자 확보를 위해 그와 협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은 7년 계약의 보장을 통한 기업을 위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Albany에서 제가 옹호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사업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저가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사업체들을 장기간 이 지역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을 선정한 New York Power Authority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Joe Robach 상원의원은 “이들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저가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ReCharge NY의 이차 배분은 저희 경제권에서 이 
사업체들이 성장을 지속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ReCharge NY은 Finger Lakes 지역의 경제적 미래에 중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전기를 수십개의 지역 사업체들에게 배분하여 그들이 그 절감액을 사용하여 
성장을 계획히고,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하며, 사업체를 확장하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작년에 동 법안의 원 공동 제안자의 일원으로서 저는 주 북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결과로 ReCharge New York을 통해 350 MW의 
전력이 북부 뉴욕 경제 개발을 위해 특별 배정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Monroe County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ReCharge New York은 
Monroe County에서 일자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절실하게 필요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Wegmans Food Markets의 최고경영자이자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Danny Wegman은 “지역 예산이 고갈된 때에, 저가 전력에 대한 장기 계약 약속을 제공하는 
뉴욕주의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사업체들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주의 지원입니다. ReCharge New York 전력 신청을 위한 합리적인 원-스톱 
절차를 위한 Cuomo 주지사가 수립한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절차는 최초 전력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및 주의 경제 건강을 위해 좋은 징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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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분은 NYPA 이사들에게 전력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주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4인 
기구인 뉴욕주 경제 개발 전력 배분 위원회(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Power Allocation 
Board)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John B. Koelmel(금주에 NYPA 이사회에 의해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회장으로 선출됨)은 
밨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이 최신 저가 전력 배분은 Cuomo 주지사의 경제 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려는 New York Power Authority의 
지속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의 자산과 그들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뉴욕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유치하고 기존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 성장을 조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910 MW의 저가 에너지에 의존할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주 북부 사업체들을 위한 최소 350 
MW, 사업체 유치 및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200 MW 및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을 위한 최고 100 
MW를 포함하여 최고 7년 동안 계약을 제공합니다.  
 
NYPA는 법정 제공 전력 프로그램 하에서 사용 가능한 총량의 2배가 넘는 2,100 MW 이상을 
요청하는, Cuomo 주지사의 “New York Open for Business” 프로그램에 의거한 1,000건 이상의 
ReCharge New York 전력 신청을 온라인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를 통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경쟁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NYPA는 주 전역에 걸쳐 지역 경재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들과 협의 하에 자본 투자 언질,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역 경재 개발 
위원회 우선순위와의 조화 및 에너지 효율을 비롯한 기타 요소들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ReCharge New York 법령에 의거하여 NYPA는 배분을 받도록 추천되지는 않았지만 ReCharge 
New York의 전신 프로그램인 NYPA의 만료된 Power for Jobs (PFJ) 및 Energy Cost Savings Benefit 
(ECSB) 프로그램에 의거하 혜택을 받아온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시적 전기 할인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법령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의 첫 2년 동안 PFJ 또는 ECSB 에너지 
절감액의 66%까지 그리고 그후 2년 동안 33%까지 이러한 고객들에게 제공할 권한을 NYPA에 
부여합니다. NYPA 이사들은 첫 해만 해도 최고 9백만 불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일시 할인 절감을 95개처의 신청자들을 위해 승인하였습니다. 
 
Gil C. Quiniones NYPA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밨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동안, 
NYPA는 주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를 조성할 광범위한 사업체 및 
고용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서는 일자리 및 자본 투자를 
비롯한 ReCharge New York 법에 의거한 경쟁 기준에 근거하여 주의 10개 지역 경재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의하에 검토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비전을 수행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NYPA는 계속 사용 가능한 저가 전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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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기 위한 추가 기회를 모색하며 뉴욕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상당한 
사업 확장을 장려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일차 및 이차 전력 배분을 통해 이루어진 배분의 목록을 
보시려면을 방문하십시오.http://www.nypa.gov/RechargeNY/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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