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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GREEN BANK를를를를 이끌이끌이끌이끌 금융금융금융금융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itigroup 출신의 금융 전문가인 Alfred Griffin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을 활용하는 10억 달러짜리 이니셔티브에 해당하는 뉴욕 GREEN BANK 은행장에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Griffin 씨가 뉴욕주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지역 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New York Green Bank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Green Bank 은행장인 Griffin 씨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뉴욕주에 걸쳐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및 투자 업계에 

귀중한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는 더 깨끗하고 번영하는 뉴욕을 만들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riffin 씨는 뉴욕시 거주자로 자신이 1997년부터 고용된 Citigroup Global Markets Inc.로부터 Green 

Bank에 합류했습니다. Citi에서 Griffin 씨는 기업 및 투자 은행 업무, 자본 시장 및 리스크 관리 

역할과 함께 구조화 금융을 담당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경력에 걸쳐 Griffin 씨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금융 지원을 위한 대체 에너지 및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자산군 및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Griffin 씨는 North Carolina 대학 Chapel Hill에서 B.A.와 M.B.A. 학위를 이수했으며 공인 재무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Alfred Griffin은 “뉴욕주 Green Bank 사업을 이끌 수 있게 선택되고 이 멋진 청정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Green Bank의 설립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협력 관계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9월 Cuomo 주지사는 약속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약 1억 6,500만 달러를 사용하려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에 대해 NYSERDA(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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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청원과 함께 Green Bank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기 자금은 Green Bank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Richard Kauffman은 “청정 에너지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 개발 선두주자인 Alfred는 

이 공공 및 민간 협력 관계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배경과 신뢰성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야심 찬 새로운 에너지 금융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Alfred는 자사의 광대한 금융 

전문지식을 통해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대해 청정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NYSERDA는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뉴욕 Green 

Bank가 그렇게 뛰어나고 혁신적인 리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John B. Rhodes 

사장 겸 CEO가 말했습니다. “당국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청정 에너지 투자를 독려해 온 

파트너입니다. 주지사의 Green Bank은 뉴욕주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Citi 대체 에너지 금융 담당 경영 이사 겸 글로벌 책임자인 Marshal Salant는 “Citi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민간 자본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Green 

Bank를 설립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16년 간 Citi 전문가인 Alfred Griffin을 뉴욕 

Green Bank 초대 은행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lfred와 Green Bank가 힘을 

합쳐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riffith 씨는 올해 뉴욕주 에너지 리더십 팀에 추가된 4번째 멤버입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Richard Kauffman을 에너지 및 금융 위원장 NYSERDA 의장으로 임명했고, John Rhodes를 NYSERDA 

사장으로, 그리고 Audrey Zibelman을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 

전력 당국 사장 겸 CEO인 Gil Quiniones와 함께 그들은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뉴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뉴욕주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Cuomo 주지사의 전략적 계획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NY Green Bank는 이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Green Bank는 현재 민간 부문의 자본이 매력적인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시장 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대출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Green Bank는 

2014년 초에 최초의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reen Bank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governor.ny.gov/NYGreenBank)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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