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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ECHARGE NEW YORK (RNY) 에 의거 서부 뉴욕주에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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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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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뉴욕주를 위해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는 금주에 총 약 
12MW의(megawatt) 전력을 29개 기업에 할당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약 
4,000개의 일자리와 커다란 자본 투자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혜자는 Olean 소재 Cooper 
Power Systems 및 동부 Aurora 소재 Fisher-Pri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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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의원 George D. Mazi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제가 7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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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서 Albany 지역을 위한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옹호해온 
것입니다. 선택된 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저가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기업들을 이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하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자격 있는 수혜자들을 선정한 뉴욕전력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Catharine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가 전력은 일자리와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우리가 구현한 또 하나의 이니셔티브로서 우리 주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세금을 삭감하고 우리 주를 살고, 일하고, 사업하기에 
더욱 적당한 곳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와 경력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전력 할당으로 혜택만 볼 뿐입니다.”  
 
상원의원 Michael Ranzenho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회의 입법 회기 과정에서 주지사 
및 주 입법부와 협력하여 우리는 뉴욕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거한 제2차 라운드의 저가 전력 할당은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서부 뉴욕주 경제를 강화하도록 일하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그 진보 위에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원의원 Patrick Galliv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Y은 서부 뉴욕주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 긴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값싼 전기를 수 십개의 지역 기업에 할당함으로써 그들은 성장을 
계획하고 사업에 재투자하며 조업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절약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 법안의 원 공동 발의자로서 본인은 북부 뉴욕주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로 인해 북부 뉴욕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350MW의 
전력이 Recharge New York을 통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하원의원 Dennis Gabrysza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에 여기 서부 뉴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 및 단체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직원 채용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지역 경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Larkin Development Group의 업무 집행 사원 겸 서부 뉴욕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공동의장인 
Howard A.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애가라폭포가 상징인 서부 뉴욕주는 저가 전력 
같은 자연자원을 유리하게 활용해온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우리 
주의 자산에 근거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게 장기 전력 할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은 이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버팔로대학교 총장 겸 서부 뉴욕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공동의장인 Satish K. Tripath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서부 뉴욕주의 중요 고용주들에게 장기의 
안정적 에너지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와 지역의 경제를 재활성화하려는 Cuomo 지사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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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저가 전력 할당은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조하려는 우리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이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세계에서 독특한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풍부한 
인간 혁신 전통을 지속시킵니다.” 
 
이 최근 할당은 NYPA 이사회에 전력 추천을 하도록 뉴욕주 법률에 의거 권한을 부여받은 4인 
기관인 뉴욕주 경제개발 전력할당 위원회(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Power Alloc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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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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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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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뉴욕주의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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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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