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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RECHARGE NY POWER 프로그램이 서부 뉴욕주의 과일 쥬스 생산업체의 수백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발표 

 

저비용 전력을 통해서 200여개의 일자리와 9백만 달러의 자본 투자 지원 

 

Andrew M.  Cuomo는 오늘 서부 뉴욕주의 과일 쥬스 생산업체인 Mayer Bros.가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서 626 킬로와트의 저비용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2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9백만 달러에 달하는 설비 증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York Power Authority와 Mayer Bros.의 대표자들은 West Seneca에 위치한 과일 생산업체의 
사이다 공장에서 서부 뉴욕주의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설비와 근처 Barker에 
위치한 설비는 사과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사이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ReCharge NY 
전력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echarge NY은 뉴욕주 전역의 업체들이 중요한 투자를 하고 영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Mayer Bros. 는 주정부와 민간 부문이 저비용 전력의 
제공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뉴욕주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주 전역에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청정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업체들과 기업들이 운영비를 줄이고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ReCharge NY 
(RNY)를 출범했습니다. RNY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장 7년간의 저비용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업체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적어도 350MW가 배정되며 업체 
유치 및 확장용으로 200 MW가 배정됩니다.  또한 100 MW가 비영리 단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1852년에 설립된 가족 경영 기업인 Mayer Bros.는 Buffalo-Niagara 지역과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 
이번 여름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ReCharge NY 전력을 받고 있는 수백개의 고용주들중 
하나입니다.  서부 뉴욕주의 90개 이상의 전력 배정건은 본 프로그램하의 27,000개에 달하는 
일자리의 유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부 뉴욕주의 RNY 대상 업체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nypa.gov/RechargeNY/120626/Western%20NY.pdf)  

http://www.nypa.gov/RechargeNY/120626/Western%20N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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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의 의장이자 East Amherst의 주민인 John R. Koelmel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은 필요한 
법안을 이끈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에 의한 경제 개발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설비 투자 관련 장기 계획의 설립을 위한 뉴욕주 전역에 걸친 새로운 전력 프로그램이 필요했으나 
이전의 주지사들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했습니다. ReCharge 프로그램은 여기 Mayer 
Bros.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처럼 업체들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Cuomo 주지사의 'New 
York Open for Business'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겸 St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의장인 George Maziarz는 “Rechar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경제 개발 노력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하의 
초기 전력 배정과 이에 상응하는 수혜 업체들의 고용과 자본 투자 약속은 필요한 법안을 
적용하려는 Cuomo 주지사와 State Legilature의 노력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Mayer Bros. 
Apple Products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이러한 노력의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Timothy Kennedy는 “ReChar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시행 조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Mayer Bros.  와 약 90여개의 서부 뉴욕주의 주요 
고용주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몇개월간 전력 배정을 받았으며 우리 지역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력을 더 배정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의원인 Stephen Hawley는 “오늘의 Mayer Bros. 행사는 직원들을 결속하고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는 자본 투자를 위한 촉진제로서의 주지사의 ReCharge NY 전력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업체들과의 협조는 이 프로그램이 잘 보여주듯이 
뉴욕주의 경제 발전과 여러 고용주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위한 진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의원인 Michael Kearns는 “Mayer Brothers는 서부 뉴욕에서 40년 이상 자리 잡은 
업체입니다. 이 ReCharge NY 전력 배정은 상기 업체가 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런것이야 말로 이 새로운 경제 개발 정책이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PA의 Niagara Power Project의 저비용 수력 발전 전력 배정 혜택을 받고 있는 Mayer Bros.는 사과 
압축 기기 증설, 신규 사이다 라인 설비 및 신규 보틀링 라인 설치를 위해서 89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Mayer Bros. 는 서부와 중부 뉴욕주에서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사과 쥬스 제품 상표입니다.   이 
업체는 사이다 생산 목적으로 매년 30,000톤 이상의 사과를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서부 뉴욕주의 
과수원들은 Mayer Bros.에 최상의 사과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과는 사이다로 압축됩니다.   사과 
사이다외에 Mayer Bros.는 이 지역의 주요 천연 주스, 과일 펀치, 아이스티 및 생수 생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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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NY의 전력의 50퍼센트는 NYPA의 나이아가라와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 
프로젝트 각각으로부터의 저비용 수력 발전력입니다.  그 나머지 455 MW는 도매 시장 소스로부터 
NYPA에 의해 확보된 경제적인 전력입니다.  
 
NYPA 직원들은 주지사의 10개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과 함께 초기 배정을 위해서 
1,000여개 이상의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서는 경제 개발 촉진과 관련해서 주정부의 금융 
혜택 및 자원 배정을 위해서 주지사가 설정한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절차를 통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직업 창출과 자본 투자 외에 RNY 신청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기준은 전력 배정과 기존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의 부합성 정도, 신청업체의 사업 존폐 위기 또는 업무 축소 위기, 신청업체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업체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노력 등입니다.    
 
서부 뉴욕주의 NYPA 신탁위원인 Amherst의 Terrance P. Flynn은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는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마을, 시, 및 도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운영비를 절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회복길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이 설비투자와 고용 증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PA의 회장인 Gil C. Quiniones는 “Mayer Bros.에 제공되는 저비용 전력으로 대변되는 주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조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하에서 수백번 
반복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하에서 New York Power Authority는 약 680 메가와트의 전력을 
배정했습니다. Power Authority는 주지사의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 및 기타 당사자들과 협조해서 업체들과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야심찬 프로그램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하게 시작을 했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추가 전력 배정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팔로대학교 총장 겸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WNYREDC)의 
공동의장인 Satish K. Tripathi는 “Mayer Bros.는 우리 지역의 ReCharge NY 신청업체들 중 독보적인  
업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업체는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왔으며 
수십년간 사과 사이다외에 생수 등을 포함한 기타 사업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서부 뉴욕주에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NYREDC의  공동 의장인 Howard A. Zemsky는 “Power Authority 및 기타 기관들과 함께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은 Mayer Bros.의 ReCharge New York의 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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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신청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외에 전력 배정을 위해서 지역의 기타 
업체들과의 상업 활동 여부 등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전력 배정 대상 업체 외의 
업체들에게도 전력 배정의 효과가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그러한 
관점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역 회장인 Sam Hoyt는 “Mayer Bros.에서의 실행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서부 뉴욕주 업체들과 Niagara Frontier의 기타 
업체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생산설비의 주요 운영비입니다. Recharge 
NY은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 효율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고용율을 유지하고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 뉴욕주와 뉴욕주 전체에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는 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yer Bros.의 재무관리 담당자인 Garrett Mayer는 “뉴욕주는 우리 회사가 지역 과수원들로부터 
사과를 매입하고 지역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매입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은 우리 회사의 쥬스 제품과 보틀링 
라인의 주요 생산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이고 안정된 전기료를 보장하는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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