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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에 있는 루이스턴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공정이 절반에 도달했다고 발표 

 

웨스턴 뉴욕과 주 전역의 기업체들에 전력을 제공하는 수력 발전 터빈의 현대화에 있어서 

주요한 이정표를 달성함 

  

업그레이드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우리 주의 전력 중 50%를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준을 뒷받침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에 있는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Lewiston Pump Generating Plant, LPGP)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절반 지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진행되는 이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욕 전력청은 지역의 기업체들에 

저비용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우리 주의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자를 거의 

330억 달러 창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 주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적정한 가격의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절반에 도달한 이 중요 프로젝트의 이정표를 통해서, 웨스턴 뉴욕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주민들은 전력 분야의 향상된 성과과 신뢰성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뉴욕은 우리의 장기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는 주 전역에 걸쳐 보다 청정하고, 회복력 있으며, 적정 가격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의 전략적 계획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의 전면적 정비는 

단지 발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 단지로서, 나이아가라 발전소는 웨스턴 뉴욕의 경제를 재구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국가적으로 청정 에너지 경제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목표들을 수립해왔으며, 뉴욕 전력청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후 변화와 싸움으로써 이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위원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합적 유지관리 프로젝트가 절반 지점에 도달한 것은 우리의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전력청은 우리의 나이아가라 발전소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이 지역의 기업체들과 그 밖의 고객들에게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일부 전력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한 저비용 

전력 발전은 전력청에 근무하는 우리의 임무 중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나이아가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세심하고 협력적인 작업은 주 전역에 걸쳐 뉴욕 

전력청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을 변모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 중 필수적 부분입니다.”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의 현대화는 나이아가라 발전소가 최초로 가동에 들어갔던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설의 12개 펌프 터빈과 그 발전용 승압 변압기들을 

점진적으로 교체합니다. 절반의 완료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교체된 6번째 터빈을 

기념하는 것이며, 교체 목록에 있는 7번째 펌프 터빈은 금주 초에 가동이 

정지되었습니다.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는 전력 수요 피크 기간 동안 전력을 제공하면서, 루이스턴 로드 

부지에 있는 메인 발전 시설인 로버트 모스 나이아가라 발전소의 발전량을 보완합니다.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에서의 공사에는, 뉴욕 전력청이 전력 고객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12개의 터빈 중 11개가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매 8개월 내지 9개월마다 하나의 펌프 터빈을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발전소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 전력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력을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CEO인 Howard A.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발전소는 세인트 로렌스 발전소와 함께, 수십만 개의 일자리 및 거의 330억 

달러의 자본투자 약속에 연계된 인센티브를 뒷받침하는 전력 발전을 제공합니다. 

루이스턴 시설에서의 이와 같은 리노베이션은 더 많은 뉴욕 기업체들이 그들의 회사와 

직원들에 대해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주거용 소비자 할인 프로그램에 따라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거의 2억 

300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000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할인 프로그램에서는 나이아가라 발전소에 직접 귀속되는 해당 달러 금액의 

45%와 함께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발전소의 재단장 작업에는 웨스턴 뉴욕 최대의 전력 공사업체인 Ferguson Electric of 

Buffalo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나이아가라 폴스의 Niagara Coating Services와 그 밖의 

많은 현지 및 지역 기업체들에 대한 계약 발주도 포함됩니다. 

 

모제스 발전소와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는 함께, 의존할 수 있는 2,675메가와트의 순수한 

발전 용량을 제공하고, 나이아가라 발전소를 우리 주에서 모든 것이 결합된 가장 규모가 

큰 발전 시설이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는 800가구 내지 1,000가구의 전형적인 가정의 전력 필요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루이스턴 펌프 발전소는 뉴욕주에 있는 2개의 주요한 펌프식 저장 시설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뉴욕 전력청 시설로서, 북부 캐츠킬에 있는 블랜하임-길보아 펌프 

저장식 수력 발전소입니다 (Blenheim-Gilboa Pumped Storage Hydroelectric Power 

Plant). 2010년 5월, 전력청은 그 시설에 대한 4개년 기간의 대대적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루이스턴 펌브 발전소와 같은 펌프 저장식 시설들은 수요가 더 많을 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크 타임이 아닌 시간 동안 잠재적 에너지원으로서 물을 저장합니다. 밤이나 

주말 동안, 전력 수요가 적을 때, 펌프식 발전소의 가역적 펌프 터빈 발전 장치가 

펌프로서 1차적으로 작동되고,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의 취수지로부터 루이스턴 발전소의 

200억 갤런 규모의 상부 저수조에 이를 때까지 물을 운반하며, 이는 그 높이가 대략 

70피트 내지 120피트에 달합니다. 모제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은 피크 타임이 

아닌 시간 동안 루이스턴 저수조로 물을 보내기 위한 펌프들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간에 전력 수요가 피크일 때는 펌프들이 역할을 바꾸어서 발전기가 되며, 

나이아가라강의 동일한 물이 루이스턴 펌프 터빈을 통과해서 흐른 다음, 다시 모제스 

발전소의 발전 시설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두 차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방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엄청난 힘이 나이아가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청정하고 값싼 전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웨스턴 뉴욕이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자연 

자원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의 자랑스러운 본고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기회인,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이 지역사회의 오랜 전통을 지속합니다.” 

 

상원 에너지 및 통신 위원회 위원인 상원의원 Rob Or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최대 수력 발전 시설로서, 우리가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발전소를 21세기에 부합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 전기료를 싸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중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발전소가 

지역의 자산이자, 우리 주의 최대 전력 생산시설로 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Angelo J. Morin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수력 발전 및 청정 에너지 중 일부의 본고장입니다. 우리의 루이스턴 발전소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선조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특유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저는 이미 이루어진 현저한 진전에 고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 정부에서 한 투자로부터 우리가 현저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완료를 고대합니다. 지속적으로 애쓰는 

작업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으며, 그들이 건설 계획을 원만히 완료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 Paul A. Dys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가 수년 

내에 겪어 보지 못한 지속적 투자를 계속해서 경험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기업체들 

모두에 대해 청정한 저비용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 프로젝트의 공정이 절반에 도달한 것은 이 수백만 달러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완료, 그리고 다가올 오랜 기간 동안의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저비용 전력을 고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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