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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6월 28일 

CUOMO 주지사, RECHARGE NEW YORK에 의거 LONG ISLAND에 제 2차 라운드의 저가 전력 할당을 
발표 

 

저가 전력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제 2차 라운드의 할당에서 80여 
메가와트(MW)의 저가 전력이 뉴욕주 전역의 161개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추가로 배정되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차례의 RNY 할당으로 상당한 민간 자본 투자가 생성되고 약 
25,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ong Island를 위해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는 금주에 총 약 7MW의 전력을 24개 기업에 할당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약 7,000개의 일자리와 커다란 자본 투자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혜자는 Amityville 소재 Calcio Cottage, Hauppauge 소재 DRI Relays 및 Melville 소재 
Karp Associates입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저렴한 가용 전력 같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결속력 있는 
전략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한 이러한 전력 할당은 제조업체 및 기타 주요 
고용주들에게 경쟁력 있고 믿음직한 에너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설비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 및 증대하기 위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기업들을 뉴욕주에 유치하고 우리 주의 기존 기업의 확장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의 저가 
전력 및 기타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공격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금주에 승인한 할당으로 전체적으로 602개 기업 및 76개 비영리 
단체가 Recharge New York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 현재까지 할당된 약 680MW로 인해 약 385,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수 
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에 착수하기로 약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연계된 저가 전력은 고객들에게 7월 1일부터 제공될 것입니다. 제 2차 라운드 전력 할당의 전체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round2allocations.pdf 
 

상원 다수당 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Y 전력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유틸리티 요금 중 일부를 내는 많은 Long Island 기업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일부 에너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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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하도록 도와서 ReCharge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은 재투자하고 
성장하며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 2차 라운드의 교부금은 작년에 우리가 Cuomo 
지사와 함께 만든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바탕을 둡니다.”  
 

상원의원 Kenneth P. LaVa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많은 
유자격 기업에 커다란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Cuomo지사의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뒷받침하여 기쁩니다. Long Island 기업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낮추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수 있고 
Long Island 커뮤니티의 경제적 안녕에 중요한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상원의원 Kemp Hann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NY으로 Long Island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저가 전력의 양이 2배가 되어 지난 10년 동안 약 300,000개의 일자리를 잃은 
뉴욕주의 경제가 재활성화될 것입니다.” 
 

상원의원 Carl L.  Marcell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하는 제 5 상원 지구의 7개 
기업이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위한 승인을 받아서 흥분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저가 전력을 제공하면 이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계속 번영하여 우리 주민들의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원의원 Charles J. Fuschillo,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우선순위, 즉, 일자리 창출, 기업 비용 저감 및 미국 최고 유틸리티 
비용으로부터의구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진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은 그들의 자원을 더 많이 그들이 속한 곳에서 사업 발전 및 성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리더십을 찬양하며 Long Island 및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촉발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찾기 위해 그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John Flana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주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Long Island 기업에 희소식입니다. 오늘 
할당된 저가 전력으로 기업들이 Long Island에서 성장하고 머물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주는 계속 다른 주들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Jack Mart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민간 자본 
투자를 생성하고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함으로써 뉴욕주를 더욱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만들고 우리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우리의 이니셔티브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본인은 제 7 상원 지구의 기업에 
상당한 할당이 제공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를 바로 여기 Long Island에 
유지하기 원합니다. 본인은 Cuomo 지사께 감사하며 경제 개발에서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여 우리 
주의 경제가 회복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구할 것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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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Lee Zeld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Cuomo 지사 및 의회 동료들과 
제휴하여 ReCharge NY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ReCharge NY을 통한 제 2차 저가 전력 
할당의 발표는 여기 Long Island에서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기업들이 팽창하고 
우리 경제에 새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의원 Harvey Weisen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시기에 ReCharge NY은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도록 도와서 비영리 단체들이 좋은 일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Robert Swee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161건의 이 
저가 전력 할당 발표로 뉴욕주는 우리가 기업을 환영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7월에 Amityville의 Calico Cottage 같은 기업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근면한 뉴요커들이 
의지하는 수 십만 일자리의 유지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Phil Ram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은 여기 Suffolk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기업들의 증가하는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기업에 저가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여기 Suffolk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Long Island 협회 회장 겸 Long Island 지역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인 Kevin La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Long Island에 수 천개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Re-Charge NY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Long Island 기업들을 위해 7년간의 예측 가능 에너지 비용을 가능하게 할 NYPA의 이 최초 
저가 전력 할당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을 도와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호프스트라대학교 총장 겸 LIREDC 공동의장인 Stuart Rabinowi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는 Long Island 경제를 위한 두 마리 토끼로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지역 협의회 절차는 
Long Island의 숙련되고 교육된 인력이 기업 투자 및 성장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제공함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Recharge NY 할당은 그 토대 위에 구축되어 기업들이 우리 지역 및 
뉴욕주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하도록 도와서 우리가 사실 기업을 위해 열려 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최근 할당은 NYPA 이사회에 전력 추천을 하도록 뉴욕주 법률에 의거 권한을 부여받은 4인 
기관인 뉴욕주 경제개발 전력할당 위원회(EDPAB)에 의해 금주에 추천되었습니다. 
 

금주에 NYPA 이사회에 의해 전력청의 의장으로 선임된 John R.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이 최근의 저가 전력 할당은 Cuomo 지사의 경제 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려는 뉴욕전력청의 지속적 다짐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새 기업들과 기회를 뉴욕주에 유치하고 기존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자산과 그들의 산출물을 사용하려는 결의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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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MW의 저가 에너지를 끌어낼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북부 뉴욕주 기업들을 위한 최소 
350MW, 기업 유치 및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200MW, 비영리 단체 및 소기업을 위한 최대 100MW를 
포함하여 최장 7년 계약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NYPA는 Cuomo 지사의 “New York Open for Business” 이니셔티브에 의거한 ReCharge 
New York 전력의 신청을 온라인 통합기금신청을 통해 1000여건 받았는데, 총 요구 전력은 2,100 
MW 이상으로서 이는 규정상 제공되는 전력 프로그램에 의거 사용 가능한 총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경쟁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할 때 NYPA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들과 상의하여 
자본 투자 약속,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우선순위와의 일관성,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기타 요인에 바탕을 둔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Recharge New York 법규에 의거 NYPA는 할당을 받도록 추천되지 않았지만 ReCharge New 
York의 전임 프로그램들인 NYPA의 만료되는 Power for Jobs(PFJ) 및 Energy Cost Savings Benefit(ECSB) 
프로그램에 의거 혜택을 받아 온 신청자에게 잠정적 전기료 할인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규에 의거 NYPA는 그러한 고객에게 RNY 프로그램의 최초 2년 
동안에는 PFJ 또는 ECSB 에너지 절약액의 최고 66% 및 그 후 2년 동안에는 33%를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NYPA 이사회는 95명의 신청자를 위한 잠정적 할인 절약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첫 
해에만 최대 90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NYPA의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청은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취업 기회를 
발생시킬 광범위한 기업 및 고용주들을 대표하는 신청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서는 뉴욕주의 10개 지역경제개발협의회와 상의해 일자리 및 자본 투자를 포함하여 ReCharge 
New York 법률에 의거한 경쟁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Cuomo 지사의 
비전을 수행하도록 도우면서 전력청은 저가의 가용 전력으로 새 기업들을 유치하고 뉴욕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촉발할 중요 기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처음 두 차례의 전력 할당의 목록을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pa.gov/RechargeNY/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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