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6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딜러와딜러와딜러와딜러와 TESLA MOTORS 간에간에간에간에 체결한체결한체결한체결한 합의문의합의문의합의문의합의문의 법률법률법률법률 제정에제정에제정에제정에 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 

혁신을혁신을혁신을혁신을 장려하고장려하고장려하고장려하고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딜러딜러딜러딜러 프랜차이즈를프랜차이즈를프랜차이즈를프랜차이즈를 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 협정협정협정협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Tesla Motors, 뉴욕주자동차딜러협회 및 

GNYAD(Greater New York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가 지난 3월에 발표한 합의문으로 Tesla 

Motors는 현재 다섯 곳의 인가된 소매 지역을 뉴욕주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Tesla 소매점은 강화된 딜러 프랜차이즈 법에 의거 설립될 것입니다.  

 

“이 합의는 뉴욕주에게 큰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혁신을 이끌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와 제조업체들 

그리고 Tesla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은 우리 뉴욕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양측이 서로 발전하고 배출가스가 제로인 첨단 차량을 위한 시장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합의에 성원을 보내주신 입법부 리더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1,000여명의 새로운 자동차 딜러를 대표하는 뉴욕주 자동차 딜러 협회(NYSADA)의 회장인 Lou 

Rober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법의 종합적인 개혁안이자 

새로운 자동차 딜러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의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딜러 

간의 관계에 있어 명확성과 합리성을 담고 있습니다. 딜러들에게 중요한 이 법안은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딜러십 리노베이션의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뉴욕주 자동차 딜러 협회인 ENYCAR, 

SADA, RADA, NFADA, GNYADA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였습니다. 딜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Cuomo 주지사의 성원이 없었다면 제정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이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많은 딜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GNYADA 의장이신 Mark Schie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딜러를 성원해주신 

주지사와 입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자동차 딜러들은 뉴욕주 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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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만 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가들입니다. GNYADA는 모든 단체들을 하나로 이끄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고 친 기업 약속을 이행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RDC NY의 정치 및 입법 담당 국장인 Richard Schra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을 전기자동차 

혁신의 최전선에 올려놓은 이 법률은 지역 경제, 소비자 및 환경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뉴욕은 대중교통을 위해 더 많은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을 위해 이 합의에 동참해주신 주지사, 입법부 및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원의원 Tom Libo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 전역의 자동차 딜러와 수 천명의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Tesla를 비즈니스 커뮤니티 안으로 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Tesla, 뉴욕주 자동차딜러협회 및 GNYSADA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법률의 상원 후원자로서 저는 그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 협상하려한 자세에 

감사 드립니다.” 

 

David Gantt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뉴욕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업계와 이 

법률로 혜택을 입게 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Tesla와 뉴욕주 자동차 

딜러들에게 큰 도약의 날입니다. 이 합의문을 위해 힘써주신 입법부 동료들과 주지사, Tesla, 

뉴욕주자동차딜러협회 및 GNYADA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합의는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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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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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