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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JAMES A. FITZPATRICK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운영을 계속 유지하게 된 EXELON 계약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계약에 따라 FitzPatrick 발전소의 임박한 폐쇄는 취소되고,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약 600 개의 일자리와 5 억 달러 규모의 연간 경제 활동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3 백만 톤의 온실 가스 배출을 방지합니다 - 도로에서 6 십만대의 차량을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xelon Generation 이 Scriba 에 있는 James A.
FitzPatrick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와 운영을 맡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지속하기로 한 이 계약으로 약 600 개의 고 숙련, 고 임금 일자리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동에 연간 5 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며, 매년
뉴욕 주 탄소 절감량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3 백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현재 Entergy 가 소유한 시설은 8 십만호 이상의 평균 규모 가정에게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Oswego 카운티에 있는 FitzPatrick 공장을
지원하는 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FitzPatrick 공장을 살리는 것은 뉴욕 주 중부 지역과 주 전체를 위한 엄청난 승리이고,
수백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뉴욕 주민이 신뢰할 있고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FitzPatrick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지역 경제와 2030 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뉴욕 주 전력량의
50 퍼센트를 공급하려는, 미국을 이끄는 뉴욕 주의 노력 두가지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Fitzpatrick 발전소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Entergy 와 Exelon 의
노력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 뉴욕 주 전력 당국, NYSERDA 를 포함한 뉴욕 주 자체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elon 와 Entergy 사이의 획기적인 계약은 기후 변화와 싸우는 뉴욕 주 역사상 가장
종합적이고 야심찬 시도이며, 유해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선견지명의 청정 에너지 표준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 두 회사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Cuomo 주지사에 의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은 2030 년까지 바람과 태양열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으로부터
뉴욕 전력량의 50 퍼센트를 생산하려는 뉴욕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뉴욕 주가
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진전을 보장하는 뉴욕 주 북부
지역 원자력 발전소에 교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전무한 원자력 전기를 유지하는 것은 뉴욕 주의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 주는 기후 변화를 퇴치하는데 다른 주의 모델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Richard Kauffman 뉴욕 주를 위한 에너지와 재정
위원회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 청정 에너지 자원의 실행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2030 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력량의 50 퍼센트를 채우라는 주지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동안, 우리가 이미 줄여놓은 유해 탄소 배출의
성과를 뉴욕 주가 훼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발걸음은
Oswego 지역사회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저는 청정 에너지 표준을 만드는데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끄는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Audrey Zibelman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획기적인 계획의 결과로,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2030 년까지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을 생산해내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뉴욕 주 북부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뉴욕 주의 청정
에너지 표준, 경제, 환경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Brattle Group 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주 북부지역 발전소들은 약 2 만 4 천 8 백개의 뉴욕 주 내 정규직과
직접 및 간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뉴욕 주 및 지방 재산세 6 천만 달러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순 뉴욕 주 세수 1 억 4 천 4 백만 달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방 정부 추정에 기초해서 대략 7 억 달러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약 천 6 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FitzPatrick 발전소 홀로 지방 정부와 학교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재산세 천 7 백 3 십만 달러를 담당합니다.
계약에 따라, Entergy 는 Fitzpatrick 발전소의 운영 라이센스로 Exelon 에 1 억천만
달러를 송금할 것입니다. 뉴욕 주 전력 당국은 FitzPatrick 발전소를 위한 발전소 해체
신탁 기금과 부채를 Entergy 에 송금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규제 승인을
획득하고 매매가 종료되면, Entergy 는 Exelon 에게 그 기금과 관련 부채를 송금하게
됩니다. 매매 종료는 미국 법무부, 원자력 규제위원회,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를 포함한 뉴욕 주와 연방 기관들에 의한 규제 검토와 승인에 따르게
됩니다. 매매는 2017 년 2 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 (CES)의 승인은 Exelon 이, 뉴욕 주 전지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2017 년 봄의 뉴욕 주 북부지역 발전소들을 위한 운영, 통합, 연료 교체 경비에
사용할 약 4 억에서 5 억 달러를 포함하여 수백만 달러를 원자력 발전소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elon 은 2017 년 1 월에 FitzPatrick 발전소에서 연료
교체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통상적으로 600 명 가량인 직원들을 발전소의 인력
수준에서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elon 은 뉴욕 주 북부지역에서 2 곳의 다른 원자력 에너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 Ginna 발전소와 Nine Mile Point 발전소로, 후자는 FitzPatrick 발전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Exelon 의 뉴욕 주 북부지역 2 군데의 발전소는 모두 천 5 백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2 백 5 십만 이상의 가정과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hris Crane Exelon 사장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주 행정부가 FitzPatrick 발전소를 살리기 위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 (CES)에 대한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탄소
배출량 제로 자산을 보전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을 이끄는 자리에 뉴욕
주가 진정으로 우뚝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Leo Denault Entergy 회장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님과 뉴욕 주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소가 제공하는 탄소없는 에너지 속성에
가치를 부여한 진보적인 면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atty Ritchie 뉴욕 주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itzPatrick 원자력 발전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과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원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환경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Exelon 팀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600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에 합의한 것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계약은 여기 이곳 뉴욕 주 중심부에서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기후를 유지하려는
주지사님의 지원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William Barclay 뉴욕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뉴욕 주 중심부를
위한 주요 고용주와 경제적 원동력을 확보하는 중심축이 되는 행보입니다. 수백개의
일자리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주체로써 자리를
잡을 기회도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의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는 Cuomo 주지사님과 이 계약을
중개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ed Skerpon IBEW Local 97 사장겸 Utility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고임금 제공, 숙련된 일자리,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Oswego 의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계약은
Oswego 카운티의 남녀 직장인들에게 뉴욕 주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미래
성장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Oswego
카운티를 일하며 살아가는 가치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 (CES) 는 뉴욕 주의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에 따라 성과를 내고
있고, 에너지 개혁 비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더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변화를 퇴치하고, 뉴욕 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RPS) 에
따라, 65 개의 대규모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RPS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정된 추가 프로젝트로 곧 뉴욕 주 에너지 시장에 약 2 천 메가 와트의 재생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뉴욕 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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