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리차지 뉴욕(RECHARGE NY, RNY) 전력 배분의 최신 회차에서 52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발표  

  

리차지 뉴욕(ReCharge NY)의 저비용 전력 배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4억 달러 이상 

자본 투자를 시작하는 새 파트너십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리차지 뉴욕(ReCharge NY) 전력 배분의 최신 회차를 

통해 5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관리하는 리차지 뉴욕(ReCharge NY)은 자격을 갖춘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 주 전역에서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에 대한 댓가로 저비용 뉴욕 

전력청(NYPA) 전력을 공급하며 신규 및 기존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뉴욕 전역에서 4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와 싸울 뿐 아니라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차지 뉴욕(ReCharge NY) 같은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은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정 에너지 계획 

분야에서 국가를 주도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주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주 전역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와 함께 하는 이러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은 해당 산업에서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리차지 뉴욕(ReCharge 

NY)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 청정 에너지 목표를 충족하고 주 전체의 경제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오늘 주 전역 28개 회사에 

14메가와트(MW)의 저비용 리차지 뉴욕(ReCharge NY) 전력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오늘의 할당량을 포함하여, 리차지 뉴욕(ReCharge NY)은 현재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760메가 와트가 넘는 전력을 770개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ypa.gov/innovation/programs/recharge-ny


 

 

  

오늘 뉴욕 전력청(NYPA) 이사회 조치를 통해 지원된 일자리의 지역적 배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개발 지역  일자리 유지  일자리 창출  총 일자리  

센트럴 뉴욕  98  56  154  

핑거 레이크스  90  58  148  

롱아일랜드  2,742  200  2,942  

미드 허드슨  2,929  130  3,059  

노스 컨트리  60  32  92  

서던 티어  60  46  106  

웨스턴 뉴욕  80  0  80  

총  6,059  522  6,581  

  

일자리 창출은 코틀랜드 카운티의 코틀랜드 컴퍼니(Cortland Company), 롱아일랜드의 

애센트 제약(Ascent Pharmaceuticals), 얼스터 카운티의 고팔 농장(GoPal Farm)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역의 산업 및 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저비용 수력 전기는 우리의 모든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모든 사업체에 중요한 운영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주 전역 리차지 뉴욕(RNY) 전력 할당 최신 회차는 주 경제에 매우 요긴합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적 경제 개발을 장려하며 

계속해서 주 전역의 사업체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Joe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지 뉴욕(ReCharge NY) 같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은 민간 회사에 판매하는 

전력에서 얻는 지원금 또는 저비용 수력 전기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합의한 민간 회사가 해당됩니다. 뉴욕주는 

나이아가라와 세인트 로렌스 수력 발전 시설에서 충분한 수력 전기를 얻고 저비용 청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 전력이 우리 사업체들 및 사업체가 지원하는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되어 기쁩니다.”  

  

Michael J.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력 전기 자원으로 

뉴욕주는 모든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어 기쁘며 미래에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이 할인 전력 프로그램은 뉴욕 전력청(NYPA)의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Niagara 

hydroelectric power plant) 및 세인트 로렌스-프랭클린 D. 루즈벨트 수력발전소(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hydroelectric power plant)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인 

455메가와트를 이용하여 최대 7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제안합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뉴욕주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청정하며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리차지 뉴욕(RNY) 수여의 전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전력청(NYPA) 위원회는 주 주변 62곳의 기존 리차지 뉴욕(ReCharge NY) 

고객을 위해 7년 계약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7년간 9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며 40억 달러 규모의 새 자본 투자와 관련됩니다. 갱신된 리차지 

뉴욕(ReCharge NY) 계약은 2019년 7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있었던 리차지 뉴욕(RNY) 계약 연장의 전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소개  

뉴욕 전력청(NYPA)은 16 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 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퍼센트 이상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세금 또는 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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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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