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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T. LAWRENCE COUNTY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수력 발전 계약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ew York Power Authority와 Massena Electric Department간의 
전력 공급 계약 승인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서 St. Lawrence 카운티의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게 될 저비용의 20 메가와트 (MW) 수력 전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력 공급 계약은 
2025년 9월에 만료됩니다. 
 
“이 계약으로 North Country의 상업지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저비용의 청정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 고용 창출과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업체들은 저비용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주정부는 
뉴욕주의 에너지 부문이 뉴욕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Massena Electric Department (MED)는 “St. Lawrence County Economic Development Power”로 
알려진 20 MW의 수력 전력 공급을 St.  Lawrence River Valley Redevelopment Agency (RVRDA), St.  
Lawrenc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DA) 및 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과의 협의 후에 승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안된 
전력 공급은 NYPA의 신탁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essena에 위치한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프로젝트는 실비용 기준으로 MED측에 판매하게 되며 MED측은 자체 비용만을 부가한 금액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최종 사용자들에게 재판매하게 됩니다. 해당 전력의 원천은 이전에 
뉴욕주외의 사용자들에게 판매되었고 2003년의 St. Lawrence-FDR 프로젝트의 재계약 기간에 
뉴욕주 내로 사용이 전환된 전력입니다. 
 
NYPA측으로부터 전력 구입을 승인 받은 Messena Electric Department는 Power Authoriy의 Niagara 
Power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비용 기준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NYPA의 회장 Gil C. Quiniones는 “이 전력 계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저비용 수력의 
혜택을 극대화하며 공권력 기능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RVRDA, MED, ID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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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써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Joseph A. Griffo는 “오늘의 좋은 소식은 Cuomo 주지사가 North Country를 위해서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NYPA 회장 
Quionnes와 위원회가 St. Lawrence의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격찬하고 
싶습니다. 저비용의 믿을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는 모든 업체가 갈망하고 있으며 지금이 적극적인 
개발이 단지 희망사항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중요한 안에 서명한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비용 공급으로 인하여 북부 뉴욕주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저는 North Country에서 주지사와 NYPA 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의원인 Addie Russell은 “본 계약의 승인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협조한 결과 이제 우리는 St. 
Lawrence 카운티의 경제적 비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과  NYPA의 
노력을 통해서 St. Lawrence IDA, RVRDA, 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및 
Massena Electric Department는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PA 신탁 위원회의 의원 겸 Messena의 Judge Eugene L은 “MED가 수력을 확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St. Lawrence 카운티 및 St. Lawrence River의 여러 지역이 신규 업체들을 유치하고 
기존의 업체들이 확장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이 
중요한 계획 실행 의지는 North Country의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VRDA의 의장인 Robert McNeil은 “설립 이래 RVRDA는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RVRDA가 새로운 업체들을 North Country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비용의 20 메가와트 전력은 RVRDA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와 NYPA 신탁 위원회측이 이러한 전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St. Lawrence County IDA Executive Director Patrick J. 는 “20 메가와트의 전력과 St. Lawrence 카운티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제공되는 1천6백만 달러의 보조금은 Power Authority측이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비용 전력과 
지원금은 North Country가 신규 및 기존 업체들의 직업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ssena Electric Department의 의장인 James Shaw는 “Massena Electric의 고객들은 수년동안 저비용 
수력 적기의혜택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신규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에게 배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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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우리의 경제 개발 협력자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의장인 Anthony Collins는 “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은 해당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RVRDA, IDA 및 NYPA와 협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비용 전력은 여러 업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로서 
우리 지역으로 새로운 업체들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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