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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TOM FALCONE을
을 LONG ISLAND 전력청 CEO로
로 선임 추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Tom Falcone을 Long Island 전력청 CEO로 선임할 것을
추천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Falcone씨는 현재 LIPA의 최고재무책임자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LIPA 이사회 멤버들은 다음 예정된 3월 21일의 이사회에서 Falcone씨의 CEO
선임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m Falcone은 최고재무책임자로서 고객을 제일로 삼고 Long Island 주민들을 위해
요금 안정성과 적절성을 개선함으로써 LIPA를 견실한 재무 토대에 놓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Tom의 리더십은 Long Island에 더욱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그리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LIPA를 위한
책임있는 청지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인은 전력청의 다음 CEO로 그의 선임을
자랑스럽게 추천합니다.”
경쟁 물색 절차를 통해 선정된 Falcone씨는 먼저 2014년 1월 21일에
최고재무책임자로서 LIPA에 합류하여 회계, 예산, 부채 발행, 요율, 위험 관리 및 전략
계획을 포함하여 조직의 재무 활동을 감독하였습니다. CFO 자격에서 Falcone씨는
LIPA의 신용 등급 전망을 개선하고, LIPA의 부채 이자 지불 비용을 줄였으며, Long
Island 고객들을 위해 성공적이고 투명한 요율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뉴욕주 Energy and Finance 의장인 Richard Kauffma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요율 사건 소송의 종결로부터 전기 그리드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및 개선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Tom Falcone은 그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LIPA를 이끌 리더십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LIPA의 다음 CEO로 봉직하도록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
영광입니다”라고 Tom Falcone은
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우리 조직은
서비스 개선과 비용 안정화에서 큰 진보를 이룩하여 모든 Long Island 주민들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부담 없는 전력 그리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고객들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2013년 수퍼폭풍 Sandy 후 의회가 통과시킨 LIPA 개혁법에 의거 LIPA는 조업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을 2015년 말까지 지난 2년에 걸쳐 약 3억 7500만 달러 낮추어 다음
5개년에 걸쳐 고객들에게 10억 달러를 절약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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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IPA 개혁법에 의거 전력청은:
• 상당한 민간인 참여 및 뉴욕주 공공서비스부에 새로 생긴 Long Island 사무소의
독립적 감독으로 수십년래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전기 요율을 성공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고객들을 위한 전기 서비스의 신뢰성 및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3개년에
걸쳐 기록적인 2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Cuomo 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에 따라 Long Island에서의 190 MW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등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 허가 및 건설의 다양한 단계에 있습니다.
• 고객들에게 4억 2500만 달러를 절약시켜준 현행 재금융 프로그램으로 LIPA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 LIPA의 이자율을 낮추었으며, LIPA의 부채 지불 관련
비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 첨단 폭풍 정전 관리 시스템에 투자하여 유틸리티 운용 기업인 PSEG-Long
Island가 정전을 추적 및 대응하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Long Island 전기 시스템의 폭풍 탄력성 및 침수 완화를 개선하면서 Long Island
고객들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7억 3000만 달러 폭풍 경화 프로그램의
90%를 충당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 전력 기관으로서 LIPA는 Long Island 주민 및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형성, 소유 및
운용되는 비영리 주체이며, 그 구조는 전기 요금에서 년 4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절약시켜줍니다.
LIPA에 합류하기 전에 Falcone씨는 Morgan Stanley에서 지자체 및 유틸리티 파이낸싱에
종사하는 투자 뱅커 및 전략 고문으로 봉직하면서 그의 전문 경력을 쌓았습니다.
Falcone씨는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와튼스쿨의 넬슨
연구원으로서 금융과 공공정책 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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