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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ECHARGE NEW YORK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센트럴센트럴센트럴센트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BYRNE DAIRY에에에에 수수수수 백개의백개의백개의백개의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직원 고용을 유지 및 늘릴 수 있도록 전기사용료를 낮춰주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yrne Dairy와 계열사이자 3대째 내려오는 가족 소유의 센트럴 

뉴욕 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및 기타 다양한 낙농업 제품 생산업체인 Ultra Dairy가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5.5 메가와트의 전력을 염가로 공급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회사는 총 458개의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Onondaga 카운티에 들어선 시설 그리고 

현재 Cortland 카운티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요구르트 공장에 총 9,3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전력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와 Byrne Dairy 대표들은 이 회사의 새로운 Ultra Dairy 

시설에서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경제개발 공무원들과 수요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Ultra Dairy 

시설은 장기 유효 낙농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Onondaga 카운티의 East Syracuse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Recharge NY은 낙농업 및 제조업에 염가로 전력을 공급하여 우리 주 경제 활성화를 도와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주요 기본 요소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 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 십만 달러의 자본 투자로 가능해진 센트럴 뉴욕의 

Byrne Dairy 성장은 우리 노력이 빛을 발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주지사는 업체들과 기업들이 운영비를 줄이고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ReCharge NY 

(RNY)를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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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rne Dairy가 2012년 맨 처음 RNY 전력을 받기 시작했을 때 상당 금액의 전기료가 거의 

즉각적으로 절약되었습니다”라고 Byrne Dairy 이사회 총장 겸 의장인 William Byrne씨가 

말했습니다. “낮은 운영비로 절약된 금액은 우리의 생산 라인 확충에 도움을 주었고 업스테이트 

농장주 네트워크를 통한 우유 구매가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기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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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업이 지역 시장 및 국가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가 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yrne Dairy는 80여년 동안 낙농 제품 제조에 힘써온 3대째 내려오는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센트럴 

뉴욕에 소재한 Byrne Dairy는 뉴욕 현지 가족농과 함께 신선한 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다양한 기타 

낙농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 Syracuse에 있는 신선한 낙농 제품 및 

아이스크림 공장을 포함해 센트럴 뉴욕에 여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East Syracuse에 소재하고 

있는 Byrne Dairy의 계열사 Ultra Dairy는 미국의 35개 주에서 판매되는 초고온 장기 유효 우유와 

크림을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뉴욕 Cortlandville에 새로운 요구르트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14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RNY으로 절약된 금액은 기업 확장 

지속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습니다.  

“주지사의 최우선사항의 한 가지는 뉴욕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낙농 가공 및 

제조를 포함해 주요 산업 부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라고 NYPA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말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비를 낮추면서 성장 및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Byrne Dairy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Syracuse 커뮤니티의 핵심 구성원이며 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입니다”라고 CNY REDC 공동 의장 겸 Syracuse University 대학 총장 & 사장인 Nancy 

Cantor와 CenterState CEO인 Robert Simpson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전선 및 의료 장비 제조업체, 하이테크 시험 시설 및 병원 센터와 같은 지역의 핵심 

산업체에 전력을 염가로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다각화된 경제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들 부문은 우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합니다. Byrne Dairy과 그 계열사인 

Ultra Dairy는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HRNY의 전력의 50퍼센트는 NYPA의 나이아가라와 St. 최소 900개의 일자리를 Roosevelt 수력 발전 

프로젝트 각각으로부터의 저비용 수력 발전력입니다.  그 나머지 455 MW는 도매 시장 소스로부터 

NYPA에 의해 확보된 경제적인 전력입니다. 최초 배정을 위해서 NYPA 직원들은 주지사의 10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와 상의하여 1,200여 건의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서는 경제 개발 촉진과 

관련해서 주정부의 금융 혜택 및 자원 배정을 위해서 주지사가 설정한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절차를 통해서 제출되었습니다.   

RNY 신청을 고려하는 다양한 법정 기준에는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 이외에 전력 배정이 기존 

지역 경제 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정도, 신청업체의 조업 폐쇄 또는 감축의 위기, 신청업체 설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업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Onondaga 카운티 장 겸 NYPA 이사인 Joann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과 

Onondaga 카운티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하나는 뉴욕의 기업식 영농과 기타 주요한 산업 부문의 

홍보 활동입니다.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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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Byrne Dairy의 자본 투자와 확충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John A. Defrancis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센트럴 뉴욕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년 전, Cuomo 주지사는 기업 

커뮤니티와 공공 부문에게''뉴욕이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늘날 RNY 

프로그램으로 수 십만개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면 뉴욕이 현재와 미래에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James L. Se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뉴욕주의 당초 저가 전력 계획인 Power for 

Jobs의 입안을 도왔을 때 그 목표는 단순하였습니다 – 기업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조업하고 

성장할 여유가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ReCharge New York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Byrne Dairy의 

사업 확대는 부분적으로는 RNY과 고용 창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뉴욕주의 새로운 

노력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주의회 의원 Samuel D.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가장 의욕이 넘치는 인력을 

이곳 센트럴 뉴욕에 계속 남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의 두 가지는 연봉이 높은 일자리와 

도전적인 업무입니다. ReCharge NY는 이 지역에 혁신적인 업종을 유지 및 유치하는 데 다른 주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다른 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식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주의회 의원인 William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yrne Dairy/Ultra Dairy가 ReCharge NY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로 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전기료는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주요 비용 중의 하나입니다. ReCharge NY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458개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센트럴 뉴욕 시설에 9,300만 달러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입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는 ReCharge NY과 같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스테이트 커뮤니티가 더욱 더 

용이하게 기업을 유지 및 확충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주의회 의원인 Barbara S. Lif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한 염가의 전기 

사용은 Onondaga 카운티에 있는 계열사 Ultra Dairy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서 이를 제안 받은 

Byrne Dairy 요구르트 공장과 농촌 체험 관광객 센터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Cortlandville에서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도 기분 좋은 소식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낙농장주들을 위해 

우유를 판매할 현지 시장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 지역 일자리 증가와 세수 증대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매우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정부가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뉴욕 제조업협회장인 Randy Wol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을 

실현시키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전력공사에게 감사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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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장이신 Mahoney씨게 축하 드립니다. 특별히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센트럴 뉴욕 

제조업체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RNY는 센트럴 뉴욕에서 20,000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83개 기업체와 3개의 비영리 기업에게 

염가의 전력을 배분하였습니다.  센트럴 뉴욕 RNY 수혜자들의 소재를 알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pa.gov/RechargeNY/130723/Central%20New%20York%20Region%20Alpha%20Summary

%20of%20RNY%20Approved%20Allocations%20through%2007-23-201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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