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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에 걸쳐 6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 전력청의 경제 

개발 지원금 발표  

  

웨스턴 뉴욕 지역의 리차지 뉴욕 전력 할당 및 추가 경제 개발 지원금 집행을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며 1억 2,700만 달러 이상의 사모 자본 투자 창출  

  

NYPA 이사회는 향후 경제 개발 지원금 신청에서 친환경 일자리 부문을 고려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주 전역에 걸쳐 6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모 자본 

투자 1억 2,7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할 11개 경제 개발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중 8개는 리차지 뉴욕(ReCharge NY) 에너지 할당을 통해 

제공되며 나머지 3개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 초점을 맞춘 특정 이니셔티브에 

지원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뉴욕에서의 친환경 일자리 및 제조업 신청자를 지원하도록 

경제 개발 지원금 수령자 평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뉴욕은 이전보다 더욱 나은 방식으로의 재건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합니다. 우리의 친환경 개발 목표에 따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뉴노멀 상황에서 뉴욕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강화하고, 우리 주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해 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면서 경제 

발전과 직업 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개발 지원금은 웨스턴 뉴욕을 포함한 주 전역에서 6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재건을 비롯한 경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며 강한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발전시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에 따라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롱아일랜드의 8개사에 5,400 

킬로와트(kW) 이상의 저비용 전력이 할당되며 81개의 신규 일자리를 비롯해 523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약 1억 1,300만 달러를 자본 투자로 직접 지원합니다.  

  



 

 

리차지 뉴욕 전력 할당 및 경제 개발 지원금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은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자본 투자를 촉진하며 뉴욕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차지 뉴욕은 최대 7년간 전력 계약을 제공합니다. 455 메가와트(MW)에 

해당하는 전역의 절반 분량은 NYPA의 나이아가라 및 세인트 로렌스-프랭클린 D. 

루즈벨트(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나머지 

분량인 455MW의 저비용 전력은 뉴욕 전력청이 도매 전력시장에서 구매합니다.  

  

버펄로의 주민인 뉴욕 전력청(NYPA)의 John R. Koelme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힘들었던 이번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NYPA는 뉴욕 전역의 일자리와 자본 투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제 개발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 및 우리의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할당, 웨스턴 뉴욕 지원금 등을 

통해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전력 할당은 주 전역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Gil C. Quiniones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포워드(NY Forward) 계획에 따라 주정부는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NYPA는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력 할당 및 지원금 제공을 통해 주 전역의 기업이 상당한 이득을 얻고 이러한 

혜택은 그들의 기초에 직접 작용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NYPA와 협력하여 올해 우리가 직면한 특별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웨스턴 뉴욕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모노시스템즈의 지속적인 

성공과 확장은 지역사회가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의 모범 

사례입니다."  

  

NYPA 이사회는 또한 애크론의 나이아가라 스페셜티 메탈(Niagara Specialty Metals)에 

700kW 수력 전력을, 버펄로의 모노시스템즈(MonoSystems)에 180kW 수력 전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스페셜티 메탈은 철강 및 금속 제품 제조 업체로, 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37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약 1,3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창출합니다. 10년 동안의 전력 할당을 통해 합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압연기의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하여 가공 장비 구입이 필요한 다 년간의 사업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기 엔지니어와 계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선 및 케이블 솔루션 제조업체인 

모노시스템즈는 1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80개 이상의 비용을 유지하며 자본 

투자로 420,000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전력 할당을 통해 회사는 

버펄로 시설을 확대하고 회사가 현재 중국에서 구매하는 압출 폴리 염화 비닐을 직접 

생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NY_New_Allocations_December_2020.pdf


 

 

보상으로 엑셀시어 일자리(Excelsior Jobs) 세금 공제로 최대 240,000 달러를 제공해 

확대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파워 프로시드(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최종 220,000 달러 규모의 지원금의 리버 로드 리서치(River Road Research) 

집행이 승인되었으며, 이 지원금을 이용해 약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양식업 및 가금류 사료에 사용할 수있는 

곤충 단백질로 변환하는 시설을 버펄로에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공 시설에는 계란 

생산실, 성장실, 진공 건조기 및 스크류 프레스 등이 포함되며, 이곳에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자연 수로의 과잉, 식량 안보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NYPA 지원금은 NYPA의 

나이아가라 발전소 미사용 수력발전 전력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가능해졌으며 

Cuomo 주지사가 2012 년에 서명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NYPA 위원회는 또한 경제 개발 지원금 신청자를 평가하기위한 새로운 기준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뉴욕주 친환경 작업 및 제조 부문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Cuomo 주지사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주 전역에서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NYPA는 또한 여러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일자리 및 제조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력청이 후원하는 사업 

성장 기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 전력청의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의장인 Michael J.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경제 성장을 위한 전도 유망한 발표를 듣게 

되어 매우 신선합니다. 뉴욕주에서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는 환영할 만할 소식입니다. 리차지 뉴욕 프로그램에 따하 새롭게 승인된 NYPA의 

전력 할당 발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주정부의 목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Michael H. Ranzenhof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한 투자가 진행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공을 고대합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비용 수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제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NYPA가 

버펄로의 모노시스템즈에 180kW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 공간을 미래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7a5a5a4-683e9ce5-37a75c91-000babda0106-c1a7b8844f87dfac&q=1&e=8fd9644a-8af4-451b-9d26-be10c9bf2a6d&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clean-power-programs%2Feconomic-development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7a5a5a4-683e9ce5-37a75c91-000babda0106-c1a7b8844f87dfac&q=1&e=8fd9644a-8af4-451b-9d26-be10c9bf2a6d&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clean-power-programs%2Feconomic-development


 

 

 

Michael J. Norri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웨스턴 뉴욕 기업에 

저비용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와 애크론 빌리지에 숨겨진 보석같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나이아가라 스페셜티 메탈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역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Pat Burk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노시스템즈는 버펄로에서 기회를 

모색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90년대 초반에 뉴욕시에서 버펄로로 

이전하여 그 이후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곳 웨스턴 뉴욕에서 만들어낸 힘이 웨스턴 뉴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더욱 강하게 재건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을 통해 법제화를 마친 뉴욕은 2040년까지 다른 주정부보다 빠르게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과 전기 부문 제로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이상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의 기후 대책 위원회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소개  

뉴욕 전력청은 발전 설비 16대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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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facebook.com_NYPAEnergy&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qrCujNfNvA9fFf7sAtUgGvF1Cr-wBHrkqCYNY0NTe7w&s=ksVEog5HxSlaWCAnIKoJKdWd_GwHshgwjzfqfHa-k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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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nypaenergy.tumblr.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qrCujNfNvA9fFf7sAtUgGvF1Cr-wBHrkqCYNY0NTe7w&s=n_IggiwKHreI5SksmQMfcO8P6cmEFNsRWwiasMfcb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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