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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북부북부북부북부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기업을기업을기업을기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RECHARGE NY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강조강조강조강조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비용의비용의비용의비용의 전력은전력은전력은전력은 북쪽북쪽북쪽북쪽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제지제지제지제지 공장의공장의공장의공장의 6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1억억억억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가의 전력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ReCharge NY을 통해 International Paper의 Ticonderoga 제지 공장에 자본 개선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eCharge NY 전력 할당은 또한 시설의 기존 6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부 지역에 상당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통해 International 

Paper의 지속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Charge NY은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지원과 투자를 돕는, 주의 

경제 발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업, 협력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신선한 에너지와 북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ReCharge NY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의식 관행을 지원하여, 

뉴욕 주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사회에 매우 필수적인 작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ReCharge NY(RNY)은 기업 및 기타 기업들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뿐만 

아니라, 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에 의해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 전체에서 거의 385,000개의 일자리가 RNY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 Paper의 Ticonderoga공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이며 RNY 전력의 거의 8 메가와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는 800에서 1,000개의 

일반 가정의 수요를 충족시키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이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의 에너지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nternational Paper의 Ticonderoga 공장 관리자 Chris Mallon은 “제지 업계의 치열한 경쟁 안에서 

Ticonderoga 공장은 최대한 비용효율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의 RNY 전력은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관리하고 장기 생존 능력과 인력과 그 가족을 위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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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 일자리를 계속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부 지역에 있는 총 21개의 기업과 6개의 비영리 기업은 총 6,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존하고창조하는 데에 보답으로 RNY 할당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Recharge NY의 수혜자를 보시려면 

http://www.nypa.gov/RechargeNY/140325/RNY%20Approved%20Allocations%20through%2003-25-

2014%20North%20Country.pdf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YPA 위워장 및 Massena 주민인 판사 Eugene L. Nicandri는 “북부 지역의 오랜 주민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Ticonderoga의 

공장은 수백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NYPA 사장 및 CEO인 Gil C. Quiniones는 “환경 지속 가능성은 뉴욕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밀접하게 뉴욕 전력 기관의 일상 업무와 통합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 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고 Cuomo 주지사의 Re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제공하여 International Paper와 같은 기업과 협력 할 수 있어 기쁩니다.”  

 

International Paper의 이미징 및 상업 인쇄 종이의 부사장 및 부장인 John Sims은 “우리의 제지 

비즈니스와 고객들은 Ticonderoga 팀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품질을 갖추고 비용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ReCharge 뉴욕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공장이 세계 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nternational Paper의 Ticonderoga 공장은 고급 인쇄, 기술 및 고품질의 제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들은 최고 수준의 산림 관리와 지속 가능한 관행에 따라 Adirondack과 Vermont에서 벌목한 

나무를 통해 만듭니다. International Paper는 600명의 직원이 있는 Essex 카운티에서 가장 큰 

고용주입니다. 추가적으로 600에서 700명의 독립적인 벌목자 및 트럭 운전기사들이 공장에 

나무를 제공하여 직접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910 메가와트 전력의 절반은 RNY하에서 저가의 수력에서 기인합니다. 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와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의 전력 프로젝트 각각 Lewiston와 Massena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나머지 455 MW는 경제적 도매 시장 자원에서 확보한 전력입니다. 

 

RNY 전력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Paper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SD) 및 뉴욕 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 기관(NYSERDA)에서 각각 1백만 달러와 7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공장의 전력 보일러와 석회 가마를 6번 연료에서 천연 가스로 전환하는 1천 140만 달러의 변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온실 가스 배출을 매년 약 27% 감소시키는 

55,000톤의 온실 가스 제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International Paper가 설정한 공장의 

공격적인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이며 주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밀접하게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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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은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녹색 에너지 경제를 지원하며 International Paper의 프로젝트는 북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원료를 천연 가스로 변환하는 것은 Recharge NY 같은 뉴욕 주에 대한 

주지사의 환경 공약을 바탕으로 할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Essex 카운티에 있는 

640개의 우수한 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NYSERDA 사장 겸 CEO John B. Rhodes는 “우리는 환경 관리 및 전시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이 중대한 

단계에 대해 International Paper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SERDA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확장하고, 기업이 경쟁려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도을자극하고 뉴욕 주민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International Paper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강 노동자 연합 지역 497의 Arnold Ross, Jr.는 “International Paper의 Ticonderoga 공장에서 노동 

조합 및 관리자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유지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산림 

산업에 제공하는 우리의 작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RNY 전력은 북부 지역의 직간접적으로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1,200개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북부 지역 REDC 공동 의장 Tony Collins, 클락슨 대학의 총장과 Garry Douglas, 부부 지역 상공 회의소 

회장은 “Cuomo 주지사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REDC)를 설립할 때, 모든 지역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특별한 강점을 봐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부 NYPA 수력은 큰 자산 중 하나이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International Paper 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International Paper는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주 정부의 지원과 도움으로, 

International Paper는 Ticonderoga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에게 중요하며 환경에 좋은 

새로운 녹색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원 의원 Dan Stec는 “환경과 보전은 저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의 두가지 입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NY 프로그램은 

NYSERDA 및 ESD로부터의 그랜트와 함께, 민간 부문의 이익을 위해 주의 자원 을 극대화하는 

주지사의 또 다른 예입니다.”  

 

Essex 카운티 감독자 위원회의 의장인 Randy Douglas은 “주지사의 ReCharge NY 전력 프로그램은 

북부 지역을 위한 윈-윈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Charge NY 전력 프로그램 및 북부 지역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성공은 북부 지역 경제에 대한 투자의 Cuomo 주지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Moriah 타운 관리자 Tom Scozzafava는 “ReCharge NY 전력 프로그램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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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aper의 600개의 일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와 우리의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Ticonderoga 타운의 감독자 Bill Grinnell은 “International Paper은 Ticonderoga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Charge NY 전력 프로그램은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라는 우리 지역 사회가 필요하는 곳에 

아주 정확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 개발 노력의 그들의 지원을위한 Cuomo 

주지사와 뉴욕 전력 당국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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