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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52MW의의의의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발전발전발전발전 능력을능력을능력을능력을 추가하기추가하기추가하기추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대형대형대형대형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발전발전발전발전 설비를설비를설비를설비를 위해위해위해위해  

NY-SUN을을을을 통한통한통한통한 46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교부를교부를교부를교부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 재생가능재생가능재생가능재생가능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생산에서생산에서생산에서생산에서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리더십을리더십을리더십을리더십을 크게크게크게크게 증대할증대할증대할증대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태양력 발전 능력을 52 메가와트 늘릴 대규모 태양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그의 NY-Sun 프로그램에 의거 4600만 달러가 교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NY-Sun 프로그램의 결과로 뉴욕주의 전례 없는 태양력 발전 설비 

성장의 한 해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부금은 뉴욕주 전역의 33개 카운티에 소재한 76개 대규모 태양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28명의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설비는 기업, 공장, 자자체 건물 및 기타 대형 

상업 및 공업 회사에 위치할 것이며 금년말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Sun의 결과로 이제 

전체 과거  10년에서보다 더 많은 광전지(PV) 시스템이 뉴욕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경쟁 절차를 통해 교부되는 뉴욕주의 4600만 달러는 1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일으켜 총 1억 4600만 

달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입니다. 

 

“NY-Sun 프로그램은 태양력 에너지 시스템의 성장을 추진하며, 기업과 지자체들은 비용효과적인 

현장 발전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뉴욕주가 재생가능 에너지 및 환경 청지기의 리더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 킬로와트 이상의 PV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NY-Sun 경쟁 PV 프로그램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시행합니다. 프로젝트당 자금 한도는 300만 달러이며 모든 

프로젝트는 주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 공동 예산을 요구합니다. 

 

“Cuomo 지사님의 NY-Sun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전례 없는 태양력 발전 성장의 촉매였습니다”라고 

NYSERDA의 청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가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제휴관계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기 그리드 수요를 

줄이며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뉴욕주의 능력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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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부는 세 차례의 경쟁적 PV 소구의 첫 번째 라운드에 의거한 것이며, 그것은 뉴욕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입니다. 2회차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3회차 제안서의 마감일은 2013년 8월 29일입니다. 

 

2011년 경쟁 PV 프로그램의 출범 이래 태양력 PV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이 꾸준히 감소함으로써 

교부되는 인센티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교부된 포트폴리오 가중 평균 

인센티브는 와트당 $1.30이었지만 2012년에는 그것이 와트당 $0.93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교부금은 와트당 $0.88로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비용이 약 30% 줄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을 공공사업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현장에서 전력을 곧 바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전력이 미래 사용을 위해 전원 

그리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신청자로서 본 교부금을 받는 태양력 개발자 또는 호스트 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dvanced 

Solar Products, Amberjack Solar, Carlisle Construction Materials, Community Energy Solar LLC, 

Constellation New Energy Inc., County Agency of NY LLC, Distributed Sun LLC, Dynamic Solar LLC, Energy 

Systems and Installations, EnterSolar LLC, Half Moon Ventures LLC, HelioSage Energy, HPP/Icetime LLC, 

Hudson Solar/Hudson Valley Clean Energy Inc., Jordan Energy and Food Enterprises LLC, 

LighthouseSolar, National Grid Energy Management, OnForce Solar, RER Energy Group, Sealing Devices 

Inc., SEC KC Solar One LLC, SEC Newco LLC, SoCore Solar NY Project LLC, SolarCity, Soltage VUL 1600 

Chemung LLC, Spear Point Energy, Sun Edison Commercial Solutions LLC 및 Village of Wappinger Falls.  

경쟁 PV 프로그램 이외에 NYSERDA는 소규모 태양력 PV 프로그램(50 킬로와트 이하의 프로젝트)도 

NY-Sun 이니셔티브에 의거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자금은 2013년에 월당 310만 

달러입니다. 상기 표준 비경쟁적 개방 등록 프로그램은 주거지역에서 7 킬로와트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50 킬로와트까지 비거주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에서의 태양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NY-Sun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12년에 NYSERDA, 뉴욕전력청(NYPA) 및 Long Island 전력청(LIPA)의 통합된 

노력으로 뉴욕주에서 58 메가와트(MW) 이상의 PV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2011년에 설치된 고객 

현장 PV량의 근 2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242MW의 PV가 NY-Sun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NY-Sun에 의거 2000년대 전체 10년에서보다 더 많은 

PV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NY-Sun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www.ny-sun.ny.gov. NY-Sun 경쟁 PV 

프로그램 신청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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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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