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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1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수수수 백개백개백개백개 소의소의소의소의 전기전기전기전기 차량차량차량차량 충전소충전소충전소충전소 설치를설치를설치를설치를 발표발표발표발표 

 

Charge NY 이니셔티브가이니셔티브가이니셔티브가이니셔티브가 화석연료화석연료화석연료화석연료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줄이고줄이고줄이고줄이고,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을배출량을배출량을배출량을 삭감하며삭감하며삭감하며삭감하며, 청정청정청정청정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자극자극자극자극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Charge N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 360여 개소의 

전기 차량(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년초 시정 방침 연설에서 Cuomo 지사가 밝힌 Charge NY는 다음 5년에 걸쳐 전주에 최대 

3,000개소의 공공 및 직장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기간 동안 도로에 최대 40,000대의 

플러그인 차량을 굴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전력청(NYPA)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은 뉴요커들이 전기차량 같은 연료 효율적 대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뉴욕주에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Char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전기차량의 미래로 가는 길을 선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arge NY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NYPA는 오늘 피크 수요 시간에 전기 그리드에 대한 EV 충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충전 능력을 구비한 전기차량 충전소 100개소의 설치를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였습니다. 충전소는 주로 광역 뉴욕시 지역의 교통 허브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주차장을 포함하여 36개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이며 2014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FP의 사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www.nypa.gov/ProcurementDefault.aspx. 

 

“대중의 사용을 위해 자리가 잘 잡혀진 이 충전소들은 도로에 더 많은 전기 차량을 불러들일 

것입니다”라고 NYPA의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말했습니다. “뉴욕전력청은 이 소비자 

수요 중심 프로그램으로 주지사의 청정 교통 어젠다를 추진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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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YSERDA는 Long Island에서부터 Buffalo까지 주 전역에 260여 개소의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14개 조직에 360만 달러를 교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충전소는 한 번에 두 차량을 

수용할 능력을 갖춘 이중 충전소일 것입니다.  

 

“주지사의 오늘 발표는 뉴욕주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옵션으로서 

전기차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라고 NYSERDA의 청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가 말했습니다. “Cuomo 지사 하에서 뉴욕주가 이 인프라에 하고 있는 

투자는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집념을 나타내며 또한 경제를 

자극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SERDA의 예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 

• Access Technology Integration Inc., Troy, $267,000 – Schenectady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공공도서관, 요양원, Schenectady 시청, 주차장 건물 및 표면 주차장의 충전소를 포함하여 

Schenectady 카운티에 26개소의 EV 충전소. 충전소는 대중 및 카운티 소유 차량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 Beam Charging LLC, Roslyn, $300,000 –Upper Manhattan, Brooklyn 및 Long Island에 위치할 

21개소의 EV 충전소. 충전소는 몰 장소를 포함하여 공공 주차 건물 및 주차장에 위치할 

것입니다. 

• Car Charging Group Inc., Miami, Fla., $334,000 – 직장, 소매 및 다가구 장소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에 30개소의 EV 충전소. 

• White Plains 시시시시, $200,000 –시 전역의 다가구 주택지에 10개소의 EV 충전소.  

• Columbia University, NYC, $41,000 – 대학교의 두 지하 주차장에 4개소의 EV 충전소. 

충전소는 교습 도구로도 이용될 것입니다.  

• EV Connect Inc., Albany, $275,000 – 뉴욕주 전역에서 임대용 전기차량을 제공하는 Hertz 

Local Edition 렌털카 10개소에 EV 충전소를 위한 예약 지원 및 관리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 

배치. 충전소는 일반인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 EVPass, Syracuse, $300,000 – 뉴욕주 전역의 소매 쇼핑몰 주차장에 26개소의 EV 충전소 

설치.  

• Greater Long Island Clean Cities Coalition, Stony Brook, $200,000 –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다가구 주택지에 10개소의 EV 충전소. 

• Haverstraw 타운타운타운타운, $78,000 – 타운홀 및 주차 환승장에 4개소의 EV 충전소.  

• Leviton Manufacturing Co. Inc., Melville, $1,000,000 – 전기차량 진흥에 관심 있는 뉴욕주 

전역의 여러 직장 장소에 82개소의 EV 충전소.  

• Montefiore Medical Center, Bronx, $15,000 – 병원의 직원 및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주차 

건물 내에 2개소의 EV 충전소. 

• MyFleetDept.com, Canandaigua, $72,000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할 3개소의 EV 충전소. 

• PepsiCo’s Frito-Lay Division, Purchase, $350,000 – Albany 및 Rochester의 유통센터에 회사 

차량 충전 목적을 위한 20개소의 충전소 설치(시당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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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View Ventures LLC, Port Chester, $250,000 – 주 전역의 10개 호텔에 20개소의 EV 

충전소 설치.  

이 발표는 EV 충전소 설치를 위해 NYSERDA가 지원하는 예산의 2회차분입니다. 작년 6월에 Cuomo 

지사는 오늘 NYPA가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325개 충전소의 예산 지원을 위해 NYSERDA를 

통한 44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발표하였습니다.  

 

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 주지사는 EV 수요와 인프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NYSERDA, NYPA의 

자금 지원 및 세금감면을 포함하여 다음 5개년에 걸쳐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EV 충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개혁, 유틸리티 요금 인센티브, EV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첨단 EV 기술 시범을 통해 뉴욕주의 EV 대비를 증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전역에 전기차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토대를 놓을 중요한 노력이고 EPRI와 유틸리티 산업이 수송 연료로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 년 동안 협력해온 종류의 프로젝트들의 모범 예입니다”라고 EPRI Electric 

Transportation의 전기수송 담당 이사인 Mark Duvall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Charge NY’ 계획은 뉴욕주의 청정 전기 차량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NRDC의 프로그램 담당 이사 겸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인 Ashok Gupta가 

말했습니다. “무오일 및 저탄소 교통은 미래의 길인데 Cuomo 지사님의 노력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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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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