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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JOHN KOELMEL을 뉴욕 전력 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 이사회에 추천 
 

주지사는 Koelmel을 차기 NYPA 의장으로 이사회에 추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Inc.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John 
Koelmel 을 뉴욕 전력 공사 (NYPA)의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Koelmel씨를  NYPA 
이사회의 차기 의장으로 추천하고, 주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ohn Koelmel은 수 십년간 민간 부문 주요 조직에서의 주요한 리더쉽 및 경영을 바탕으로 NYPA의 
이사회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발언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NYPA는 주 전역의 주택 소유자와 비즈니스에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직업 창출 및 저희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John의 산업계 경험과 뉴욕 서부 출신인 점이 주의 경제 회복을 촉구하고자 하는 NYPA의 
계속적인 노력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John Koelmel은, “뉴욕주가 여느 때보다 더 강해져 활기차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경제를 
재건립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청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NYPA 위원회 및 그 수석 
지도자들과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주의 비즈니스가 투자하고, 
성장하며, 직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잘 공급받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PA 부의장 John Dyson은, “저는 John Koelmel이 NYPA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Cuomo 주지사의 
추천대로 차기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수십년에 걸친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 전력 공사가 계속해서 뉴욕 전역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저비용 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뉴욕주 지방세 납세자와 비즈니스는 물론 NYPA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및 통신 부문 상원 위원회 의장인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저는 John Koelmel을 NYPA 
위원회에서 일하도록 추천하고, 차기 의장으로 추천한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  Koelmel씨의  
뉴욕주 서부 지역내 뛰어난 사업 감각과 풍부한 사업적 지식이 NYPA 이사회에 필요합니다. 저는 
뉴욕주 비즈니스 및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깨끗하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Koelmel씨, Cuomo 주지사 및 전력 공사와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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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mel은 2006년부터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In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2004년 1월 부사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로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Inc.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Koelmel씨의 그의 회사 생활 중 처음 26년간을 KPMG LLP에서 일했으며, Buffalo 
사무실 및 뉴욕 북부 사업 부문의 전무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Buffalo 및 뉴욕 서부 지역의 많은 
전문 기관과 지역사회 조직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Koelmel씨의 현재 5개의 
병원과 많은 지역 사회 의료 보험 센터를 통해 뉴욕 서부의 가장 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Kaleida 
Health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그는 공인 회계사로, College of the Holy Cross의 경영 회계학과 학사 
출신입니다. 
 

1931년 Franklin D. Roosevelt  주지사에 의해 설립된 뉴욕 전력 공사는 미국의 가장 큰 주 전력 
기관으로, 17개 발전소와 송전선의 1,400개 이상 회로 마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NYPA의 
고객층에는 대기업 및 소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소유의 전기 시스템과 전기 조합 및 정부 
기관들이 있으며, 뉴욕 전력 공사는 공공 부문의 비용을 줄이면서 주 전역에 걸친 약 370,000개의 
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NYPA는 어떤 세입이나 주 정부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nypa.gov.  
 

Koelmel씨의 2004년 NYPA의 이사회의 일원이 된 후 2009년부터 의장직을 맡아온, 현 NYPA 의장 
Michael Townsend를 대체할 것입니다. Koelmel씨의 임명은 뉴욕주 상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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