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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이번 겨울 세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뉴욕 시민들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 발표  

  

공공 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주 유틸리티에 연료 공급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주지사, 적절한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연료 공급업체 소집  

  

에너지 효율, 경제성 및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자를 위한 팁  
  

서한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글로벌 에너지 비용 및 공급 문제에 

대해 뉴욕 시민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주 정부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공 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Rory M. Christian은 뉴욕주 최대 

유틸리티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겨울철에 예상되는 극단적인 상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번 겨울에 적절한 난방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연료 공급업체를 

소집하도록 주 정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또한 겨울을 앞두고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과 기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전기화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 초에 경험한 폭염과 마찬가지로, 뉴욕 

시민들은 기온이 떨어지고 가정을 데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 겨울에 완전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 

시민들이 추운 겨울철 동안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상승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및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가스, 난방유 및 프로판의 글로벌 원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하여 유틸리티 및 난방 

비용이 증가하고 석유 및 가스 가격이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PSC 의장 Christian은 

유틸리티 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유틸리티가 다가오는 겨울 난방 시즌 동안 천연 가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uments.dps.ny.gov%2Fpublic%2FMatterManagement%2FCaseMaster.aspx%3FMatterCaseNo%3D22-01873%26CaseSearch%3DSearch&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6636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Dvjoh5tcvuXPjEjfA3P%2B9HAYc6OzU5rl7onoOezq7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uments.dps.ny.gov%2Fpublic%2FMatterManagement%2FCaseMaster.aspx%3FMatterCaseNo%3D22-01873%26CaseSearch%3DSearch&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6636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Dvjoh5tcvuXPjEjfA3P%2B9HAYc6OzU5rl7onoOezq7c%3D&reserved=0


분배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지사의 3월 지침에 

따라 국가 기관이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가정용 난방유와 관련된 잠재적인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Con Edison, Central Hudson, 

Orange and Rockland, National Grid, NYSEG, RG&E, National Fuel Gas 및 PSEG-

LI를 포함한 주정부의 유틸리티는 잠재적인 석유 공급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의사 소통 개선: 유틸리티는 즉시 난방이 중단될 수 있는 고객을 포함한 

이중 연료 상업 고객에게 서한을 보내 대체 연료 탱크를 채우도록 

조언합니다.  

2. 연료 저장 검사: 유틸리티는 11월 1일까지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중 연료 고객(예: 뉴욕시 주택청 관사, 노숙자 쉼터, 학교, 병원 등)의 

대체 연료 탱크를 검사하여 겨울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공급 

장치(전체 탱크 또는 이에 상응하는 5일치 공급량)를 확보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3. 대체 공급 검토: 유틸리티는 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대체 연료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틸리티 비상 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중 연료 고객에게 천연 가스를 제공할 수 없고 대체 연료 공급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 유틸리티는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및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난방 센터 설치, 따뜻한 식사 제공, 가열되지 않은 

건물에서 파이프가 동파될 경우 마스터 배관공 목록 수립, 필요한 회사 및 

기타 자원을 식별하는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업무 조정 개선: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전력 회사는 가정용 난방 

고객보다 No. 2 오일을 조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뉴욕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주요 전력 회사와 지속적으로 

강력한 협조를 유지하여 이중 연료 운영자가 겨울 난방 시즌에 앞서 

탱크를 채우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PSC 의장 Christian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각 유틸리티가 모든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Rory M. 

Christia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원자재 가격은 겨울 난방 시즌에 오르고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틸리티는 사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액세스하고 

에너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 겨울을 대비해 유틸리티는 "난방이 중단될 수 있는" 고객과 

협력해야 합니다. 고객은 시스템 설계로 대체 연료를 사용하여 혹한의 모든 기간 동안 

신뢰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 보전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새로운 바이오 난방 연료법과 관련된 연료 공급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재량권(Enforcement Discretion)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시행 재량권 서한은 새로운 바이오 블렌딩 요구 사항으로부터 1년의 

제한적인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의 준수 연료 부족 문제를 

해소합니다. 2021년 말 제정된 이 새로운 법률은 대기 오염 및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난방유에 최소 수준의 바이오 디젤을 설정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한 뉴욕주민, 기업 및 정부가 다가오는 추운 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한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DEC는 뉴욕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 파트너 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을 

포함한 주 정부 기관에 연료 공급업체와 만나 겨울을 앞두고 준비 노력을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 공급 재고가 10월 말까지 적절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는 주민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 전기 및 난방 비용 절감, 추운 

기온 동안 편안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높은 연중 가장 부족한 시기에 주에서 가장 소외된 일부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최우선 순위 과제는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이러한 

조치는 중요한 인프라 파트너와 개별 가정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부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 

에너지 공급 전망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뉴욕 시민들이 

이번 겨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기관과 파트너 전반에 걸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Daniel 

W. Tiet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겨울을 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의 전망은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난방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docs%2Fair_pdf%2Fenfdisbiofue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6636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5rNTJTT2XGHdC%2FWozMc8er1fseccgMyKv8xR2pgeIA%3D&reserved=0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은 고령자, 맞벌이 가정 및 이번 

겨울에 더 높은 가정 난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생명선입니다."  

  

겨울철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뉴욕 시민은 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 HEAP를 신청합니다. HEAP를 신청합니다. 11월 1일부터 수입, 가구 규모 

및 난방 방식에 따라 적격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최대 976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대한 신청이 접수됩니다. HEAP로부터 난방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은 최대 월 총소득이 5,485달러이거나 

연간 총소득이 65,829달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NYSERDA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팁을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그리고 기업에 제공합니다. NYSERDA는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자격을 갖춘 

고객은 EmPower New York 및 에너지 스타 등급의 지원 주택 

이행(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절감 또는 무료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또한 지역 가스 및 전력회사에 문의하여 일년 내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할인된 제품과 서비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주정부에서 맞춤형 에너지 관련 지원 목록을 받습니다. 뉴욕 에너지 

어드바이저(New York Energy Advisor)는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뉴욕 시민 

관리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들은 뉴욕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통해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뉴욕주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절약 상품과 연결됩니다. NYSERDA와 유틸리티가 후원하는 

유자격 뉴욕 시민들은 공과금 납부, 난방 지원 등에 대한 특별 제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를 신청합니다.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는 임대인, 협동조합/콘도 소유자 및 기업을 

포함한 뉴욕 시민들이 매달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용 가능한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에 가입하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기 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 솔라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세요.  

• 무료 에너지 감사를 받습니다. 뉴욕 전역의 주택 소유자는 NYSERDA의 

주거 에너지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주택 에너지 평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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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평가 서비스는 직접 또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된 유자격 

계약자는 주택 소유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에너지 개선 사항을 결정하고 

개선 장비를 설치하고 NYSERDA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과 주택 

소유자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또는 빌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뉴욕주 전체의 커뮤니티 

에너지 어드바이저는 거주자, 기업 및 다세대 건물 소유자가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정 난방 및 냉방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가입자와 

사전 자격을 갖춘 계약자를 연결하고 잠재적인 인센티브,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및 지불 옵션을 요약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의 현재 냉난방 

시스템을 청정 냉난방 기술로 교체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숙련된 

건설업자는 주택 또는 기업 소유자에게 전체적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 또는 사업장이 방풍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편안함을 더욱 높이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청정 냉난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NYSERDA를 

방문하세요.  

• 자신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알아둡니다. 뉴욕주 가정용 에너지 공정 관행 

법(New York State Home Energy Fair Practices Act)은 주민들의 

유틸리티 서비스에 관하여 주택가 소비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요금 할부 납부 옵션, 연체료 상한선, 

서비스 중지 이전에 충분한 공지, 고정 소득 또는 의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공공서비스국(Department of Public Service), AskPSC에서 알아보세요.  

• 요금 납부 옵션을 고려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할 때, 지불 

연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청구 옵션이나 한 시즌에는 더 많이 

청구되고 다른 시즌에는 더 낮게 청구되는 "예산 청구" 옵션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이를 통해 결제를 구조화하고 비용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더 잘 이해합니다. Put Energy to Work는 상업용 및 

산업용 에너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며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자, 임대인 및 기업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데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NYSERDA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Contractors%2FFind-a-Contractor%2FCommunity-Energy-Resour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BZJGWOl3QftZOEoRv%2BY0YVrY%2BaPZzxbNyY%2FODFddv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Contractors%2FFind-a-Contractor%2FCommunity-Energy-Resour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BZJGWOl3QftZOEoRv%2BY0YVrY%2BaPZzxbNyY%2FODFddv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All-Programs%2FClean-Heating-and-Cooling-Communities%2FCampaign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6cq1ShGnSBNLi%2BLnyENo5g4oBWaVONSY5TaPPKJnY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3.dps.ny.gov%2FW%2FAskPSC.nsf%2FAll%2F504B3A3A1C50BAE485257F65005D2F00%3FOpenDocume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L7aQa1LiRREo%2BwsazygkD7dNaTbJ0gyfU3KhvQYev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ny%2FPutEnergyToWork&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n5Z7WMaFGJqEsRFs%2FnlGnnXXs6kl4ezU64npl9aNo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69761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iCXaa4ywhs7FZLAtoVWnf2DdSKnaESIq4K1kdB10w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fa350650dfb48a0bde208da9cc4d1e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664071323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rY%2Bq4fTqTNWeyQXACfdEeueAFqqudekSqErjRnsmhI%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