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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 2012 년년년년 뉴욕전력청에뉴욕전력청에뉴욕전력청에뉴욕전력청에 의한의한의한의한 8800 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완료에완료에완료에완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발표발표발표발표  

 

공공공공공공공공 건물건물건물건물 및및및및 시설에서시설에서시설에서시설에서 년년년년 수백만수백만수백만수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절약절약절약절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NYPA)이 뉴욕주 전역의 공공 시설에서 2012 년에 

83 건의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액이 8800 만 

달러 이상인 업그레이드로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년 640 만 달러의 에너지를 절약시켜드릴 

것입니다. 프로젝트들로 인해 온실 가스 배출량이 년 약 34,000 톤이 감축되어 도로에서 자동차가 

6,400 대 이상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주의 공공 시설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뉴욕주의 미래를 위한 상식적 투자이며 주의 

에너지, 경제 개발 및 환경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Build Smart 

NY’ 이니셔티브에 의거 우리는 건물을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그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수 백만 달러를 절약시켜 드리며 점증하는 기후 변화의 위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2 년에 완료된 프로젝트 이외에 전력청은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위해 2 억 4700 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그 액수는 현행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NYPA 의 

예산 지원이 2011 년에 비해 68% 증가한 것을 반영합니다. 이 증가는 학교, 대학, 병원 그리고 주 및 

지자체 건물을 포함하여 공공 시설을 위한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나타내며 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의 Build Smart NY 이니셔티브를 위한 도약대 구실을 할 

것입니다.  

 

NYPA 의 의장인 John R.  Koelmel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각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정비 비용 절약을 시현하여 주 및 지역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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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는 또한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전력 공급량을 관리하며,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Cuomo 지사님이 확립한 견실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뒷받침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도 

줄입니다.”  

 

NYPA 의 청장 겸 CEO 인 Gil C.  Quinion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뉴욕전력청은 혁신적 에너지 효율 기술을 공공 시설 및 서비스를 위해 더욱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비용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NYPA 의 각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는 에너지, 정비 및 운전비를 절약시킴으로써 이니셔티브 비용을 

상쇄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총 절약액은 개선의 수명에 걸쳐 업그레이드의 비용을 능가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기관은 절약액을 나눔으로써 NYPA 의 지원 비용을 상환합니다. 비용이 상환된 

후에는 참가 기관이 모든 절약액을 보유합니다. 

 

Cuomo 지사는 작년 12 월에 주 기관들에게 주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7 년에 걸쳐 20% 

증가시키라는 그 종류로는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제 88 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명령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인 Build Smart NY 를 출범시켰습니다. 주지사는 Build Smart 

NY 개선을 실행하도록 NYPA 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buildsmart.ny.gov.  

 

환경 행동 그룹인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의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Ashok Gupta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Sandy 가 지나간 뒤에 뉴욕주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 최신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Cuomo 지사 아래서 길을 선도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며 극심한 날씨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입니다. Cuomo 지사와 

뉴욕전력청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칭찬 받아야 합니다.”  

 

NYPA 는 20 여년 동안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지원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단계로부터 실제 설치에 이르기까지 개선을 주도해 왔습니다. 전주적으로 

이러한 종합적 노력은 약 5200 개 공공 시설의 년 전기료를 1 억 4800 만 달러 이상 낮추었고 피크 

전기 수요를 약 240 메가와트 그리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년 888,000 톤 줄였습니다. (1 메가와트는 

800~1,000 가구의 전기 소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NYPA 가 2012 년에 완료한 83 건의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thenypa.com/sites/eeprojects/pages/EnergyEfficiencyProjec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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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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