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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30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저가저가저가저가 전력을전력을전력을전력을 받을받을받을받을 30개개개개 기관을기관을기관을기관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 이사회가 ReCharge NY 프로그램에 

의거해 230개의 신규 직위를 포함해1,362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30개 기관에 저가 전력 

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eCharge NY를 통해 제공되는 저가 전력은 Empire State에서 기업들이 자라고 

발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고 

보다 강한 뉴욕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배정을 통해서 5,346 킬로와트(KW)의 저가 전력이 26개 기업과 4곳의 비영리 

기관에 분배될 것이며 5,7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혜 기업은 Central New York, Finger Lakes, Long Island, Mid-Hudson 

Valley, Mohawk Valley, 뉴욕시, Southern Tier 및 Western New York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자 ReCharge NY 배정 내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오늘의 배정을 포함하여 ReCharge NY은 694개 기업과 73개 비영리 단체에 783 

메가와트를 제공하였습니다. (1 메가와트는 일반적으로 800 ~ 1,000 가구의 전기 소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뉴욕전력청의뉴욕전력청의뉴욕전력청의뉴욕전력청의 의장의장의장의장 John R. Koelme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제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가 전력은 기업, 특히 소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곧바로 실질적인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Gil C. Quinione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ReCharge NY 

배정은 즉각적인 캐시 플로가 필요하나 사용하는 전기 수요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세를 키우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려 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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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arge NY 프로그램에 따른 전기 배분은 2011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이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기로 합의하는 기업 및 기타 단체에 저가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ReCharge NY 신청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는 일자리 및 자본 투자 약속 이외에 기타 전기 

요금이 사업을 하는 전반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 신청자의 조업 중단 또는 삭감 가능성, 

신청자 설비가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효율 약속 등이 있습니다. 

 

ReCharge NY은 최대 7개년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력의 

50%에 해당하는 455MW는 뉴욕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는 Niagara 및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발전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455 

메가와트는 뉴욕 전력공사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저가 전력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Finger 

Lakes Forward, Central NY Rising, Southern Tier Soaring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로 그들의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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