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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ECHARGE NEW YORK에 의거 MOHAWK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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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wk Valley의 경우,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는 금주에 17개 기업에 대한 근 6 
MW의, 지역 내에서 1,500명 이상의 일자리 및 상당한 자본 투자와 연관되는 전력의 배분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수혜자에는 Oneonta의 Burt Rigid Box, McConnellsville의 Harden Furniture 및 
Gloversville의 Taylor Made Grou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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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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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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Hugh T. Farley는 “저렴한 에너지 이용은 우리 주 북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의 주목적이며 저는 저의 상원 지역구 내의 주요 고용주들이 본 이차 
프로젝트에서 배분을 받게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원 의원 James L.  Seward는 “제가 뉴욕주의 원 저가 전력 플랜인 Power for Jobs (PFJ)의 수립을 
지원할 때, 목표는 간단하였습니다. 사업체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ReCharge New York은 그 목표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사업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우리 주가 전진하게 하는 전반적인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배분은 뉴요커들에게 실제 일자리와 페이첵으로 구현될 중대하고 성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지속시키며 확장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Joseph A. Griffo는 “과거의 Power for Jobs 프로그램을 아는 사업체들은 한결 같이 혜택은 좋지만 
매년 갱신의 불확실성이 좋지 않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변화는 수년 전에 채택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구적이 되도록 그리고 추측을 배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보다 믿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며 더 많은 고용주들이 수혜 자격을 갖추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혜택을 받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주 북부 지역사회의 일자리 
성장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주지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차 자금이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저희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역 위원회와 협력한 NYPA 이사장 John 
Koelmel과 다른 이사들과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Bill Magee 하원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체들이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ReCharge New York은 
사업체들에게 저가 전력 자원을 제공하여 중부 뉴요커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원의원 Anthony J. Brindisi는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기업에 저가 전력을 제공하므로 
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이곳 Mohawk Valley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업체 지원은 우선순위이며 저는 Cuomo 주지사와 계속 협력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정부 운영을 합리화하며, 우리 주가 더 친사업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SUNYIT의 사장 겸 Mohawk Valley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Bjong Wolf Yeigh는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저가 에너지를 제공하여 지역 
설비 및 근로자들에게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진 Mohawk Valley 기업들의 자신감을 제고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으로 사업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ReCharge NY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 지역의 우선목표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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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리고 이 소중한 경제 개발 도구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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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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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의하에 검토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비전을 수행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NYPA는 계속 사용 가능한 저가 전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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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