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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2,292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뉴욕 전력청의 

경제 개발 지원금 발표   

   

뉴욕 전력청 이사회가 수여한 리차지 뉴욕, 나이아가라 수력 할당 및 웨스턴 뉴욕 기금 

지원은 민간 자본 투자에 5억 8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   

  

지원금에는 주 전역 870개 일자리 창출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주 전역에서 2,292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23개 단체에 경제 

개발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87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며 민간 

자본 투자에 5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8개 단체는 리차지 

뉴욕(ReCharge NY) 에너지 할당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단체는 

웨스턴 뉴욕의 기업에 대한 나이아가라 수력 할당 및 기금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제 개발 지원금은 주정부의 유망하고 

탄탄한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의 청사진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또 한번 오늘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고 

지역사회를 고양시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뉴욕 주민에게 도움이 될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의 회장 겸 버펄로 주민 John R. Koelme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오늘날 이러한 경제 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특히 웨스턴 뉴욕을 포함하여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시기에 뉴욕 기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뉴욕 전력청의 

수력 및 기금은 바로 여기 뉴욕에서 확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기업체에 중요한 재정 구제 

및 장기적인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8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개발 기금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 뉴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수력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저비용 전력은 주정부 경제 개발 노력의 중추이며, 우리는 현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리차지 뉴욕 지원금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에 따라 약 11,900킬로와트(kilowatts, kW)의 저비용 전력에 대한 

승인된 전력 할당은 핑거 레이크스,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뉴욕시, 노스 컨트리, 

웨스턴 뉴욕 및 롱아일랜드에 있는 18개 회사로 전달됩니다. 이 기금은 거의 2,100개의 

일자리(732개 새로 창출)와 자본 투자 부문에서 2억 5,9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지원합니다.  

   

오늘 리차지 뉴욕 전력 할당 및 경제 개발 지원금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지원금에 포함된 사항 중에는 주지사가 1월에 발표한 수소 연료 제조업체인 플러그 

파워(Plug Power)에 대한 5,100kW 전력 할당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먼로 

카운티에서 확장하여 약 3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은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자본 투자를 촉진하며 뉴욕주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리차지 뉴욕은 최대 7년간의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전력의 절반인 

455메가와트(megawatts , MW)는 뉴욕 전력청의 나이아가라와 세인트 로렌스-프랭클린 

D. 루즈벨트(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나머지 455MW의 저비용 전력은 뉴욕 전력청이 도매 전력시장에서 구매합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할당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에서 웨스턴 

뉴욕 사업에 대한 3개의 10년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식품, 음료, 제약 및 가정 시장 산업에 걸친 포장 제품의 글로벌 제조업체인 앰코 리지드 

패키징 미국(Amcor Rigid Packaging USA)은 이리 카운티의 치크토와가의 새로운 생산 

시설에 대한 약 1,9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위해 1,750kW 수력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오늘 앨라배마 타운의 웨스턴 뉴욕 과학, 기술 및 첨단 제조 

파크(Science, Technology and Advanced Manufacturing Park, STAMP) 내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플러그 파워에 대한 10,000kW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 생산 시설 및 복합 단지를 위한 450메가와트 전기 변전소 건설에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또한 오늘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금 프로그램(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 

150만 달러를 승인했다.  

  

플러그 파워는 매일 45톤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 68개의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d81ceb3-621af78c-3d833786-000babda0031-bb457ca8a9e20de9&q=1&e=a4f0b1b7-e161-45cf-bb01-a0bb011c8e9c&u=https%3A%2F%2Fwww.nypa.gov%2F-%2Fmedia%2Fnypa%2Fdocuments%2Fdocument-library%2Frny-allocations%2FRNY-New-Allocations-March-2021.pdf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hydrogen-2Dfuel-2Dcell-2Denergy-2Dprovider-2Dplug-2Dpower-2Dbuild-2Dnew-2Dinnovation&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Dyi8jGt0Oz0J43Shgc4WR5HU6Qmwlzhz6ouhvxEv6Bg&s=l-s934WNceLpGa6GUBSaH5XSAVj_j814SzghUqZZa7s&e=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달,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 위원회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토나완다 타운의 제조 공장을 확장하는 파인 제약(Pine 

Pharmaceuticals)에 400kW의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리버뷰 태양광 

기술 파크(Riverview Solar Technology Park)에 있는 25,000제곱피트 건물로 이동한 이 

의약품 아웃소싱 회사는 시설의 크기를 세 배로 늘리기 위해 860만 달러를 투자하고 

4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94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올해 초에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저비용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력은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전쳑 프로젝트 반경 30마일 

내 위치한 회사나 셔터쿼 카운티에 위치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기는 현재 이 지역의 일자리 수만 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전력청 수익금 지원금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대한 3건의 

기금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상기한 플로그 파워의 앨라배마 타운에서의 확장을 위한 

150만 달러 지원금 포함).  

  

이스트맨 머신 컴퍼니(Eastman Machine Company)는 버펄로에 있는 건물에 

7,400제곱피트를 추가하기 위해 1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공간은 새로운 창고 공간, 

메자닌이있는 입구 로비와 크게 효율성을 높일 위해 두 번째 로딩 도크를 수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많은 사무실 공간을 추가하고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를 확장하여 리드 및 납품 시간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 

160만 달러 규모 확장으로 일자리 6개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센터 포 카슈미르(Center for Kashmir)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100년 된 교회에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22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박물관은 카슈미르 외부의 가장 

큰 컬렉션을 대표하는 약 2백만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600개 이상의 원본 카슈미르 

회화, 에칭, 그림 및 유물을 전시합니다. 교회는 귀중한 전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기후 및 조명 제어 및 보안을 포함하여 136만 달러의 재설계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뉴욕 전력청 지원금은 뉴욕 전력청에서 생산된 나이아가라 발전소 미사용 수력발전 

전력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서명한 전력 공급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이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내용을 뉴욕 

전력청의 경제 개발 웹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전력청에 감사하고 확장을 위한 리차지 뉴욕 기금을 지원받은 이스트먼 머신 컴퍼니를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plug-2Dpower-2Dinvest-2D290-2Dmillion-2Dnew-2Dhydrogen-2Dfuel-2Dproduction-2Dfacility&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Dyi8jGt0Oz0J43Shgc4WR5HU6Qmwlzhz6ouhvxEv6Bg&s=SJz163Cw-qpcM5KMFS4po813TOV_yhZqekq6oFkxxDo&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expansion-2Dpharmaceutical-2Dplant-2Dtonawanda&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Dyi8jGt0Oz0J43Shgc4WR5HU6Qmwlzhz6ouhvxEv6Bg&s=mUk3-bxPq8xgCQYLXOK2GBe4UQbmOUi1gCpCybeF6-w&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8119b22-078aa21d-58136217-000babda0031-cfa761b7d0520040&q=1&e=a4f0b1b7-e161-45cf-bb01-a0bb011c8e9c&u=https%3A%2F%2Fservices.nypa.gov%2Fservices%2Fgreen-energy%2Flow-cost-hydropower


 

 

축하하고 싶습니다. 125년 된 웨스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인 이 회사의 

투자와 확장은 이스트먼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력 수익금 지원금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 경험을 풍부하게 할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onica P. Wallac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력 한당은 치크토와가에서 

수십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덕분에 1년 이상 경제의 고난을 겪은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비용 수력 발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고용주가 웨스턴 뉴욕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현재 기업과 문화 센터를 지원하도록 

유도해 주신 뉴욕 전력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국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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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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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개의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2019년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해안 풍력 

9,000MW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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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 중 최소 35%를 달성하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최종 용도 에너지 감축으로 185조 

BTU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소개  

뉴욕 전력청은 16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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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nypaenergy.tumblr.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qrCujNfNvA9fFf7sAtUgGvF1Cr-wBHrkqCYNY0NTe7w&s=n_IggiwKHreI5SksmQMfcO8P6cmEFNsRWwiasMfcb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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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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