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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약 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저비용 전력 경제 

개발 수여자를 발표  

  

재충전 뉴욕의 전력 할당은 뉴욕 전역의 자본 투자 및 86개의  

신규 채용 지원에 2억 7천 3백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회복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비용 전력 경제 개발 수여로 뉴욕주 전역에서 약 

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2억 8천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재충전 뉴욕(ReCharge NY, RNY) 프로그램은 2011년 주지사 

취임 이후 시작되었으며, 현재 713개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주 전역의 자본 투자를 자극해 뉴욕주의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3.1메가와트 이상의 재충전 뉴욕 전력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애머스트에서 25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전문 제조업체인 프리미엄 PPE(Premium PPE)에 웨스턴 뉴욕의 

저비용 나이아가라 전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입증된 바와 같이 중요한 인명 구조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공급 라인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비용 전력 할당은 기업이 근로자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부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 전역의 410,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므로 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강력한 부분을 건축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주간(Climate Week)에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고 주의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충전 뉴욕 프로그램의 

일환인 저비용 전력 경제 개발 지원금은 2억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지원하고 약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웨스턴 뉴욕의 프리미엄 PPE에 

대한 저비용 전력 할당을 포함하며, 이 지역에서 2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은 온실가스 감소, 대체 에너지원 제공,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및 모든 뉴욕 주민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는 오늘 현재 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8개의 기업에 

대한 저비용 전력 할당을 승인하여 4,97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으며 이 중 

86개는 신규 일자리입니다. 저비용 재충전 뉴욕 전력 지원금은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주도 지역,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기업에 지급됩니다. 재충전 뉴욕의 전력을 받는 

기업에는 핑거 레이크스에 있는 로체스터의 로토크 컨트롤스(Rotork Controls), 

브루클린의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NYU) 랭곤 헬스(Langone Health), 

롱아일랜드 엣지우드(Edgewood)의 파켈(Parkell)이 포함됩니다. 

  

재충전 뉴욕 할당의 전체 목록  

  

또한 뉴욕 전력청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재충전 뉴욕 고객에게 

7년의 할당 연장을 5건 승인했습니다. 이 할당은 수정된 전력 계약에 더불어 앞으로 

7년간 10,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며 2억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새 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일 재충전 뉴욕의 7년 할당 연장의 전 목록  

  

재충전 뉴욕 프로그램은 최대 7년까지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이 전력의 절반인 

455MW는 뉴욕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Niagara hydroelectric power plant) 및 

세인트 로렌스-Franklin D. Roosevelt 수력발전소(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hydroelectric power plant)에서 생산되었으며, 해당 발전소는 주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청정하며 저렴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455MW의 저비용 전력은 뉴욕 전력청이 

도매 전력시장에서 구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자본 투자를 촉진하며 뉴욕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는 25개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 450만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이리 카운티의 프리미엄 PPE에 100킬로와트의 수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전력 할당은 애머스트에 있는 43,700제곱피트 시설을 구매하여 회사의 개인 

보호 장비 제조 및 보관 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당한 기계 및 장비를 구매할 것입니다.  

  

2020년에 설립된 프리미엄은 코로나 19 팬데믹 가운데 의료 시스템, 병원 및 응급 

구조원에게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회사의 소유권은 

현재 치크토와가 카운티에서 개인 보호 장비 수입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형 시설에서 의료 개인 보호 장비의 제조 및 보관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력은 전력청의 나이아가라 전쳑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 반경 30마일 내 위치한 회사나 셔터쿼 카운티에 위치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수력발전 전기는 현재 이 지역의 일자리 수만 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protect2.fireeye.com_v1_url-3Fk-3Da4e42c9f-2Df8651464-2Da4e6d5aa-2D000babd9f8b3-2Dd53a740323d44fb4-26q-3D1-26e-3D47e5ecfe-2D1812-2D4df5-2Db84c-2Db84c0a67dd7f-26u-3Dhttps-253A-252F-252Fwww.nypa.gov-252F-2D-252Fmedia-252Fnypa-252Fdocuments-252Fdocument-2Dlibrary-252Frny-2Dallocations-252FRNY-2DNew-2DAllocations-2DSept-2D2020.pdf&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6At2cteX7Da1k7sc88u8a7XE8ZmxO_mgahPCCY_yhl8&s=F71Au5VvAq0CjMd2KDgEl-Q_PlqDxjV_znOEZXoUZvU&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protect2.fireeye.com_v1_url-3Fk-3D55abdfdc-2D092ae727-2D55a926e9-2D000babd9f8b3-2D83048c66b15b8bb6-26q-3D1-26e-3D47e5ecfe-2D1812-2D4df5-2Db84c-2Db84c0a67dd7f-26u-3Dhttps-253A-252F-252Fwww.nypa.gov-252F-2D-252Fmedia-252Fnypa-252Fdocuments-252Fdocument-2Dlibrary-252Frny-2Dallocations-252FRNY-2DContract-2DExtensions-2DSept-2D2020.pdf&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6At2cteX7Da1k7sc88u8a7XE8ZmxO_mgahPCCY_yhl8&s=xTvq9lFeFh6FjxogV3mXZ4sYNLjPsk98ZH-pD1VH6ec&e=#_blank


 

 

  

버펄로의 주민인 뉴욕 전력청의 John R. Koelme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충전 

뉴욕 프로그램을 통한 주 전체의 전력 할당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특히 애머스트에서 프리미엄 PPE에 저렴한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을 제공하여 중요한 개인 보호 장비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청은 

주지사의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계획에 따라 기업들이 팬데믹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오늘날의 저비용 전력 할당은 주 전역의 회복을 도모하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력청이 후원하는 사업 성장 기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 전력청의 경제 개발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 에너지 및 통신위원회(Senate Energy &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위원장인 Kevin S.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둔화를 빠져나가는 우리의 주요 경로입니다. 재충전 

뉴욕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원입니다. 저는 뉴욕 전력청과 이사회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작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Ranzenhof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뉴욕 전력청의 

투자는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과제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뉴욕 

전력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에너지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위원장인 Michael J.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 수천 명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런 시기에 주 

전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보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면 뉴욕주의 경제 

회복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에 착수할 때에 주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전력청의 이번 발표는 주 

경제, 주민, 주 전력망 및 환경에 대한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Karen McMahon(지역구-애머스트/펜들턴)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이 애머스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인 보호 장비 제조로 

나아갈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기쁩니다. 애머스트에서 생성된 24개 이상의 

일자리와 개인 보호 장비의 생산은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과 사업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데 도움이 될 

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인정해 주신 뉴욕 전력청에 감사드립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523b2b-e1740f70-bd50c21e-000babd905ee-b8ad43e9510768f8&q=1&e=d51775e2-a186-4a27-a4aa-75383de6510d&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clean-power-programs%2Feconomic-development#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523b2b-e1740f70-bd50c21e-000babd905ee-b8ad43e9510768f8&q=1&e=d51775e2-a186-4a27-a4aa-75383de6510d&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clean-power-programs%2Feconomic-development#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523b2b-e1740f70-bd50c21e-000babd905ee-b8ad43e9510768f8&q=1&e=d51775e2-a186-4a27-a4aa-75383de6510d&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clean-power-programs%2Feconomic-development#_blank


 

 

  

뉴욕 전력청 소개  

뉴욕 전력청은 발전 설비 16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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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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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protect2.fireeye.com_v1_url-3Fk-3D2eb1d156-2D7230e9ad-2D2eb32863-2D000babd9f8b3-2Db397adb0a8e4ea6b-26q-3D1-26e-3D47e5ecfe-2D1812-2D4df5-2Db84c-2Db84c0a67dd7f-26u-3Dhttp-253A-252F-252Fwww.nypa.gov-252F&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6At2cteX7Da1k7sc88u8a7XE8ZmxO_mgahPCCY_yhl8&s=MMKNSWl7-3t3kN71inABaZOMT51zEvYjZxw2VXdd0o8&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witter.com_NYPAenergy&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q-wgmR8lbA9STIXR1hux0sdOnn2-ON8g-KMhCMPcdHM&m=6At2cteX7Da1k7sc88u8a7XE8ZmxO_mgahPCCY_yhl8&s=dF0Ss2Y4vq_3n407OoriCHx2yPv6monYKHrYY7ReqCQ&e=#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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