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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제 3차 뉴욕주 전력 배분 재충전 프로그램을 통한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발표 
 

주 전역에 걸쳐 38개 회사들이 저가의 전력에 따른 수익으로 2,0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3차 뉴욕주 전력 배분 재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에 걸쳐 배분된  저가의 전력으로 인해 38개 회사들이 2,0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ReCharge NY(뉴욕주 재충전) 프로그램은 2011에 주지사에 의해 발안되었고 주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체들 및 
기타 단체들에게 저가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쳐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뉴욕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재건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경제 회복의 촉진을 
돕기 위해 민간 분야와 제휴하여 사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당장 뉴욕주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확신과 자원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의 행정부가 발족한지 수개월 안에 ReCharge NY 프로그램이 착수된 
이후, 이 프로그램은 이미 수천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에 수천만 
달러의 민간 분야 투자를 도출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저가의 전력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의 뛰어난 성공을 계속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창업적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건을 위해 진정한 효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전에 2번에 걸쳐 실시된 ReCharge NY 프로그램은 600개 이상의 사업체들과 76개 
비영리 단체들에 저가의 전력을 배분하여 거의 385,000의 일자리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전력 배분은 뉴욕주 전력 공사(NYPA)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일자리의 창출과 직접 연결된 ReCharge NY 프로그램의 첫번째 전력 
배분이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제 3차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된 저가의 
전력으로 인해 38개 회사들이 2,0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NYPA의 John R. Koelmel 총재는 “오늘 전력 공사 재단위원회가 승인한 전력 배분은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이 성취한 또 하나의 성공적 사례이며, 이 
프로그램은 법령에 따라 일자리의 보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뉴욕주 
경제를 추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전력 공사는 주지사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고용 
증대의 촉진을 위한 주지사의 비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대한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의 전력 배분 및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유의한 절약은 
이러한 경제적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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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의 Gil C. Quiniones 사장 및 최고경영책임자는 “전력 공사는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역 경제 개발 관리들과 
밀접히 협력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승인된 전력 배분은 특별히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첫번째 조치이며, 이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자리의 창출 및 보유를 위한 추가적 전력 배분을 함으로써 뉴욕주의 경제를 
재활시키기 위한 이 대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  Dean G. Skelos  상원 여당 지도자는 “에너지 비용은 주 전역에 걸쳐 고용주들이 
소비하는 주요 경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원이 Cuomo 주지사와 함께 사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확립한 이유입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를 보유하고 창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의장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뉴욕주 사업체들에게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 개발 수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목표하는 바는 우리 회사들의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회사들과 고용인들을 
뉴욕주에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경쟁적인 세계적 시장에서 우리 
회사들을 돕는 중요한 조처입니다.  하원과 함께 일해 경제적 개발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강력한 뉴욕주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자산을 활용한 주지사의 업적에 갈채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ReCharge NY 프로그램은 7년 계약의 보장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이 Albany에서 
옹호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저가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사업체들을 장기간 뉴욕주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격한 수혜자들을 선정한 뉴욕주 전력 공사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Charge NY 법률의 제정 2011은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주 전역의 
비즈니스와 제휴하여 경제 발전의 강화를 추구한 뉴욕주의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의도하에 최근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성공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ReCharge NY는 2개의 현존 이니셔티브 즉, 일자리를 위한 전력(Power for Jobs-PFJ)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Energy Cost Savings Benefit-ECSB)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ReCharge New York과는 달리, 단기 공급만을 위해 제공되어 경제 발전 
도구로서의 효과를 제한하였습니다. 
 

오늘 승인된 전력 배분은 총계 29 MW(메가와트) 이상이며,  910-MW 프로그램 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확장 및 유치를 위해 보존해온 200 MW 중에서 가져 올 것입니다. 1 
메가와트는 800 내지 1,000개의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전력입니다. 현재까지 NYPA 재단이사회는 이프로그램 하에서 약 716 MW의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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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는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ReCharge NY의 적용을 사정해 왔으며,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자본의 투자 공약 
이외에도, 사업 수행을 위한 전반적 비용에 대한 전력 비용의 유의성, 신청 회사의 사업 
폐쇄 또는 축소 위험, 신청 회사의 지역 경제에 대한 유의성, 신청 회사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전념도 등의 평가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ReCharge NY 프로그램은 최대 7년 동안의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절반의 전력(455 mw)은 NYPA의 Niagara와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로부터 오는 저렴한 수력 전기입니다. 그 나머지 455 MW는 전력 시장 
제공처로부터 NYPA가 확보한 경제성 있는 전력입니다.   
 

새로운 전력 배분은 주 전역에 걸쳐 주로 제조업체 및 다양한 산업 및 농업 가공 시설들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근의 수혜 업체들 및 전력 배분 그리고 일자리 및 자본 투자는 아래 
도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사 카운티 kW(킬로와트)  일자
리 

프로젝트 자본 
투자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orporated 올버니(Alban
y) 

1,000  10 15,000,000 달러 

Ginsberg's Institutional Foods, Inc. Columbia 350 5 20,000,000 달러 
GLOBALFOUNDRIES US Inc Saratoga 15,000 450 2,300,000,000 

달러 
뉴욕주 수도권 지역 소계:   16,350 465 2,335,000,000 

달러 
          
Bitzer Scroll, Inc. Onondaga 776 12 15,100,000 달러 
Currier Plastics, Inc. Cayuga 930 50 19,000,000 달러 
ICM Controls Corp Onondaga 210 10 6,000,000 달러 
Southern Wine & Spirits of Upstate  
New York, Inc. 

Onondaga 150 5 20,000,000 달러 

Syracuse Plastics LLC Onondaga 270 8 1,500,000 달러 
Ultra Dairy, LLC Onondaga 360 15 15,000,000 달러 

뉴욕주 중부 지역 소계:   2,696 100 76,600,000 달러 
          
American Rock Salt Company LLC Livingston 400 4 2,600,000 달러 
Cannon Industries Inc. Monroe 400 4 1,000,000 달러 
Chapin Manufacturing Genesee 400 15 1,750,000 달러 
Flower City Printing, Inc. (Lee Road) Monroe 140 8 2,500,000 달러 
Flower City Printing, Inc. (Mt. Read) Monroe 210 10 5,000,000 달러 

Finger Lakes 지역 소계:   1,550 번 12,850,000 달러 



Korean 

 
Calico Cottage, Inc. Suffolk 번 7 450,000 달러 
Crescent Duck Farm Inc. Suffolk 140 2 1,655,000 달러 
GKN Aerospace Monitor Inc. Suffolk 926 25 12,000,000 달러 
Global Tissue Group, Inc. Suffolk 250 20 10,000,000 달러 
Tebbens Steel LLC Suffolk 20 4 300,000 달러 
Tim Bishop Nonwovens Corp. Suffolk 56 100 8,500,000 달러 
United Baking Co., Inc. Suffolk 316 17 10,555,000 달러 
Wenner Bread Products Inc. Suffolk 876 20 3,250,000 달러 

Long Island 지역 소계:   2,630 195 46,710,000 달러 
          
ConMed Corporation Oneida 110 25 875,000 달러 
DeIorio Foods, Inc. Oneida 910 45 32,000,000 달러 
EFJ Inc. dba Mill Services Schoharie 176 10 500,000 달러 
Homogeneous Metals, Inc. Oneida 340 25 26,159,119 달러 
Olbrych Realty Inc. Fulton 210 25 4,250,000 달러 

Mohawk Valley 지역 소계:   1,746 130 63,784,119 달러 
          
Fresh Direct, LLC 브롱크스 1,800 1,000  112,600,000 달러 
Shapeways, Inc. 퀸즈 106 26 28,502,263 달러 
Transcon International Inc 브롱크스 396 5 7,000,000 달러 
Zeluck Inc KINGS 80 2 1,000,000 달러 

뉴욕시 지역 소계:   2,382 1,033 149,102,263 달러 
          
     
Hopshire Farm LLC Tompkins 10 1 430,000 달러 
Norwich Pharmaceuticals Inc. Chenango 450 27 39,217,000 달러 

남단부 지역 소계:   460 28 39,647,000 달러 
          
Commitment 2000 Inc. Erie 126 6 2,300,000 달러 
Polymer Conversions, Inc. Erie 176 2 5,750,000 달러 
Providential Foods Corporation Erie 56 2 350,000 달러 
Snyder Industries, Inc. Niagara 106 20 12,000,000 달러 
Upstate Niagara Cooperative, Inc. Erie 1,000  10 15,000,000 달러 

뉴욕주 서부 지역 소계:   1,464 40 35,400,000 달러 

 
    

     뉴욕주 전역 통계  29,278 2,032 2,510,00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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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nypa.gov/RechargeNY/default.htm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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