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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사회가 영향력이 높은 청정 에너지 활동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1,700만 달러 이상을 발표  

  

새로운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리더십 라운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 제공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유도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도 기후 어젠다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700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하고, 주의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프로그램에 따라 유해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 투자를 촉진하여 더 

강한 지역사회 리더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리더십 

라운드(Leadership Round)는 지역사회가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고, 포인트 보상 시스템을 통해 리더십을 인정하며, 취해진 조치에 대한 추가 

보조금 기회를 제공하고,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인 기후 어젠다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대담한 기후 조치와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파트너는 뉴욕이 기후 변화와 싸우고 청정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의 가용성은 그들에게 높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획기적인 기후 어젠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와 

싸우고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의 일부로서, 이 투자는 지역사회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관리하는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리더십 라운드(Clean Energy 

Communities Leadership Round)는 이미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지정을 받은 300개 

이상의 지방 정부에 더 많은 도시, 카운티, 타운 및 빌리지가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6년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61개 카운티와 10개 

경제개발협의체(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지역에서 주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600개 이상의 지역사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700개의 영향력 있는 행동을 

완료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는 지역 비용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전 프로그램 참여와 관계 없이 새로운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리더십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17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지정을 획득하려면 영향력이 높은 청정 에너지 활동을 4회 

완료해야 합니다. 이 라운드는 프로그램의 이전 라운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지역사회 태양광, 청정 난방 및 냉각, 에너지 효율 또는 수요 대응과 같은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Community Campaign) 채택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자원봉사자, 현지 공무원, 공식적인 역할과 책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뉴욕스트레치 에너지 규정(NYStretch Energy 

Code), 즉 비용 효율적인 주 전체 모델 구축 규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 

관할 지역이 에너지 비용 절감, 건물 배출량 감소, 탄력성 향상, 공익사업 비용 절감 등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청정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려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목표를 지원하는 리더십 

라운드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추가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대행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독보적인 기후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를 돕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자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정부가 주민을 대신하여 행동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는 뉴욕주의 지방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기금은 5,000달러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이 지정한 영향력이 큰 

행동을 4회 이상 완수하는 지역사회에 제공됩니다.  

1. 행동 보조금은 뉴욕스트레치 규정을 채택하는 데 최대 5만 달러, 하나 이상의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캠페인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6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All-2DPrograms_Programs_Clean-2DEnergy-2DCommunities_CEC-2DMap&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yxfM9s-M8EQUT-p5UskPB_1vsRdUyaUBHI_qYb9Gav8&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cec&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6BAwIJ-t0KW5bbkcfVj4FQ8mDzUByX0uAyDzqOvjZiQ&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nyserda.ny.gov_cec&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Y57YIqcVh_Qw_ZP4jRRNFQx8fcpdIHQaRdolDguXL9k&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All-2DPrograms_Programs_Clean-2DEnergy-2DCommunities_Action-2DItem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yk1XVZ-v63-RJKLDjCvRvXiTP_9WE5xzJw2saKbFVb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All-2DPrograms_Programs_Clean-2DEnergy-2DCommunities_Action-2DItem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yk1XVZ-v63-RJKLDjCvRvXiTP_9WE5xzJw2saKbFVb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All-2DPrograms_Programs_Clean-2DEnergy-2DCommunities_Action-2DItem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yk1XVZ-v63-RJKLDjCvRvXiTP_9WE5xzJw2saKbFVb4&e=


 

 

3. 소외된 지역사회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2만 달러 이상을 수여받은 곳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추가 1만 달러를 수여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4. 포인트 기반 보조금은 지역사회가 각 청정 에너지 행동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특정 포인트 임계값을 초과하면 지역사회는 더 많은 보조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Clean Energy Community 

Coordinator)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 관련 목표를 수립해서 

우선하고, 안내서와 사례 연구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기금 및 기술 지원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있도록 돕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완료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방 정부는 여기에서 현지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지역별 온실가스 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과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 CEF) 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 아래, 뉴욕주는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크고 작은 자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국가 선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환경보존부의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지방 정부가 배출량을 줄이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합니다. 오늘 발표로 주 전역의 더 많은 지역사회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위원장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청정 

에너지 개혁(Clean Energy Reform)을 전국적으로 이끌고 있기에, 더 많은 불우한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및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시장 회의(Conference of Mayors) 이사인 Peter A. Bay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시장들은 기후 변화, 특히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비용 부담이 없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리더십 라운드와 같은 주 현지 파트너십은 도시와 빌리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입니다. 뉴욕 시장 회의(New York Conference of Mayors, 

NYCOM)와 우리 회원들은 뉴욕에서 청정 에너지의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지사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ny_disadvantaged-2Dcommunitie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fxwpTOm885pSQIUnsljmkU3G61YuOzetq0oziECkLzg&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Contractors_Find-2Da-2DContractor_Clean-2DEnergy-2DCommunity-2DCoordinator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TxkAsgeanh4HNMqc04XJQsoqo2qwBAFblDpwkDq4J3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All-2DPrograms_Programs_Clean-2DEnergy-2DCommunitie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RcQQnTQGA5gMHtyXIx97KJ9PlHCTlhzJi0_GLSEUx7w&e=


 

 

타운 연합(Association of Towns) 이사 Gerald K. Gei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타운과 파트너십을 

맺는 훌륭한 사례이며,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통해 타운들이 지역사회에 

맞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 개의 타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추가 자금에 대한 소식에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카운티 연합(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이사인 Stephen J. 

Acquar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수백 가지 조치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 리더십 라운드에 대한 

1,700만 달러의 투자는 Cuomo 주지사의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와 청정 에너지 

의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모범을 

계속 세우는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수요 부문에서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소개  

공익 법인인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돈을 

절약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돕기 위해 

객관적 정보 및 분석, 혁신적 프로그램, 기술 전문 지식 및 자금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전문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75년 이래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뉴욕주의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nyserda.ny.gov를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serda.ny.gov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zGnBcMDFQY7sxyAB1WBLupnofot8iiFzB2L5pFJOW58&e=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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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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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witter.com_nyserda&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zKLRVIpwPsUtE3eBDHjU_ve5B-EzilSWObNHkJDAeDo&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witter.com_nyserda&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zKLRVIpwPsUtE3eBDHjU_ve5B-EzilSWObNHkJDAeDo&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facebook.com_pages_NYSERDA_425677887526239&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adbTzvI_leT2ZBgoW05K4ede_LEkeCKm92EswiWeoJc&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facebook.com_pages_NYSERDA_425677887526239&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adbTzvI_leT2ZBgoW05K4ede_LEkeCKm92EswiWeoJc&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youtube.com_user_NYSERDAofficial&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JmocJ8KEYARCrhPJT0l8QIaZACwTlRfDm2gdiLeNwho&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youtube.com_user_NYSERDAofficial&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JmocJ8KEYARCrhPJT0l8QIaZACwTlRfDm2gdiLeNwho&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instagram.com_nyserda&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SmahfuRAYYeRdPq1yeJJr8Ntf9DuQstI3CVdKO1OOM8&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instagram.com_nyserda&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eJvFu-2ls3G6SwQOY53wXxWV59iPwHwaG2q53Xd3qsM&s=SmahfuRAYYeRdPq1yeJJr8Ntf9DuQstI3CVdKO1OOM8&e=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6d91586-39422ca2-66dbecb3-000babd9f8b3-d336271bb9223237&q=1&e=eb64d36e-c72f-4d6e-ace3-d3d94bca38a8&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C0ED24AB7799B63385258669006A2C7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