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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전역 지역사회 마이크로크리드 개발에 1,100 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발표 

 

뉴욕주 내 프로젝트는 NY Green Bank 로부터 마이크로크리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보조하는 다음 단계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예정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려는 뉴욕주의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Y Prize 지역사회 마이크로그리드(NY Prize 

Community Microgrid) 경쟁의 두 번째 단계인 뉴욕주 11개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1,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현장에서의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악천후 및 응급 상황에서 집, 사업체, 병원 및 기타 

주요 시설에 중요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밖에 마이크로그리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하려는 뉴욕주의 목표 지원.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할 때 신뢰할 

만한 전기를 중요한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들은 지역 

정부가 그들의 전력시설에 대한 현대화 및 강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 기간에 2단계 승자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 

개발청에서 NY Prize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마이크로그리드의 상세한 공학적 설계와 

사업 계획을 실행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깨끗한 에너지 생성과 백업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밖에 승자는 3단계 경쟁에 진입하여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로부터 

마이크로그리드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133년 전에 Thomas Edison이 펄 



세인트 역(Pearl St. Station)에서 스위치를 켠 후부터 에너지 혁신과 연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청정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더 탄력 있고 저렴한 시스템 건설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현장에서의 첨단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요한 예비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NY Prize를 통하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계속하여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은행과 같은 기존의 자본 제공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관계로 NY Green Bank 보조금 신청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 경쟁에 특히 중요합니다. NY Green Bank는 실사와 재무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투자 기준에 맞는 3단계 승자들의 프로젝트당 최대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NY Prize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2,000만 달러 외에 NY 

Prize 3단계 프로젝트 디자인 구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표명합니다. 3단계 승자 명단은 2018년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NYSERDA는 2015년에 마이크로그리드 시설 연구를 진행한 주 내 83개 커뮤니티의 

1단계 경쟁에 800만 달러 이상 받았습니다. 150개에 가까운 커뮤니티가 초기 단계의 

경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쟁의 1단계에서 지원 프로그램은 “배전망 배치 가능 구역(grid 

opportunity zones)” 혹은 지리적 구역을 판단하여 마이크로그리드가 유틸리티 시스템의 

제약을 줄이고 비싼 시설투자 비용을 보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또한 커뮤니티와 기타 파트너들의 보조금 신청도 지원하였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총지원금액 2,000만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NY Prize 신청은 커뮤니티 조직, 지역 정부, 비영리 단체, 개발자, 영리 목적 회사 및 

자치시 소유의 유틸리티로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보조금을 받는 11개의 

지역별 프로젝트: 

• 주도 지역 (Capital Region):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유니버시티 하이츠(University Heights) 

•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Syracuse 시 

• 롱아일랜드 (Long Island): 헌팅턴 타운(Town of Huntington); 록빌 

센터(Rockville Centre); 프리포트 빌라지(Village of Freeport) 

• 뉴욕시 (New York City): 이스트 브롱크스(East Bronx); 클락슨 애비뉴(Clarkson 

Avenue); 써니사이드 야드(Sunnyside Yards) 

• 서던 티어 (Southern Tier): Binghamton 시 

• 웨스턴 뉴욕 (Western New York): 버펄로-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헌팅턴 타운의 마이크로크리드 프로젝트 파트너에는 TRC 에너지 서비스(TRC Energy 

Services),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롱아일랜드 PSEG 및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등이 있습니다. NYPA는 전력청에서 지정 및 구현한 



프로젝트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설명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및 재무청 청장 Richard Kauff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는 Cuomo주지사가 우리주 에너지 공공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배선망에 

대한 신뢰성 및 탄력을 보장하는 REV 전략에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NY Prize는 지방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복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사업 

모델을 가능하여 뉴욕시민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고 에너지를 

얻을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NYSERDA 회장 겸 CEO John B. Rhode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 Prize는 Cuomo 

주지사의 야심 찬 에너지 의제를 지원하여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탄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REV 원칙을 보여주는 기술적 설계와 재정적 

상업 계획으로 그들의 지역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는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회장 겸 CEO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악천후 사태와 응급 단전 상황에서 자택, 사업체, 병원 및 기타 중요 시설에 중요한 

전력자원입니다. 이들은 우리 청정에너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마이크로크리드와 같이 창의성 있는 지역 에너지 솔루션을 가진 커뮤니티가 우리와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이크로그리드 보조금 지원은 우리주가 신뢰성 있는 재생 에너지 목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합니다. NYPA의 모든 직원은 특별히 헌팅턴 타운의 에너지 조달자로서 

그들이 마이크로그리드 설계와 계획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NY Green Bank 회장 Alfred Griff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 Green Bank는 NY 

Prize 우승자들에게 첨단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 

솔루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는 NY Green 

Bank의 미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추가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거래하면서 

당사는 민간 시장 참여를 늘려 궁극적으로 모든 뉴욕시민에게 광범위하고 적은 비용이 

들며 탄력성이 좋은 청정에너지 이용 기회를 가져오는 자산의 표준화와 확장을 촉진하는 

보조금 구조를 활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헌팅턴 책임자 Frank P. Petron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불어닥친 

슈퍼 폭풍으로부터 한 가지 배운 점은 시설에서 중요 서비스 시설과 응급 대피소에 전기 

제공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성입니다. 이 보조금은 

헌팅턴이 일요일과 같은 폭풍이 다시 발생할 때 완벽하게 응급 모드로 전환하는 데 한발 

다가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NY Prize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경쟁을 주최하고 

헌팅턴을 승자 중의 하나로 선택한 Cuomo 주지사와 NYSERDA에 감사드립니다.” 

https://www.nyserda.ny.gov/nyprize-stage2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REV는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깨끗하고, 탄력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REV는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800%의 성장을 이끌어 냈고, 에너지 효율로 105,000개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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