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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기업이기업이기업이기업이 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 저장저장저장저장 시험센터를시험센터를시험센터를시험센터를 EASTMAN BUSINESS PARK로로로로 

이전한다고이전한다고이전한다고이전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DNV KEMA,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저장저장저장저장 실험시설을실험시설을실험시설을실험시설을 Pennsylvania에서에서에서에서 Rochester로로로로 이전하다이전하다이전하다이전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chester의 Eastman Business Park에 새로운 2,300만 달러 규모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시험 및 상용화 센터가 들어설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테스트, 

검사 및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에너지 컨설턴시 기업인 DNV KEMA Energy & Sustainability은 

125개 제조업체, 공급업체, 대학교, 유틸리티 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NY-

BEST(New York Battery and Energy Storage Technology Consortium)와 제휴하여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DNV KEMA의 실험실 시설의 기존 에너지 저장 시험소를 Rochester에 신설한 센터로 이전합니다. 

 

“DNV KEMA와 NY-BEST 간에 맺은 2,300만 달러 규모의 이 첨단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중요한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에 혁신을 야기하고 뉴욕의 전기격자의 신뢰성과 복원력을 높이며 Rochester 지역에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DNV KEMA가 뉴욕주에 이러한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한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Robert J. Duffy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Eastman Business Park의 활기찬 

미래를 펼쳐보이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훨씬 넘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앞으로도 계속 뉴욕이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곳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DNV KEMA와 NY-BEST 간에 

맺은 이러한 파트너십은 업스테이트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보여주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는 앞으로 매일 Rochester에서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신 우리의 모든 현지 파트너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가까운 미래에 뉴욕주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설비개량 및 첨단 시험장비 구입을 위해 DNV KEMA로부터 최고 1,600만 달러 

그리고 NY-BEST의 주 보조금에서 690만 달러의 투자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NY-BEST는 뉴욕주를 

그리드 저장 및 대형 수송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0년 뉴욕주정부로부터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Korean 

 

BEST 시험 및 상용화 센터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뛰어난 시험 및 

인증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센터의 능력은 이러한 신흥 기술을 상업 시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NY-BEST와 DNV KEMA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공유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시험 및 상업화 

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에너지 저장 솔루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한 뉴욕을 세계에서 강력한 지표로 

자리매김시켜줄 것입니다. 

 

이 센터는 Eastman Business Park의 Building 308에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Eastman Kodak의 17,000여 

평방피트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시설 공사는 2013년 가을까지 완료되고 센터는 

2013년 12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NY-BEST의 William Ack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에너지 저장 기술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NY-BEST는 에너지 저장 산업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BEST 시험 및 상용화 센터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DNV KEMA에 

대단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DNV KEMA의 전문지식과 센터에 

대한 투자는  이곳 뉴욕주에 에너지 저장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DNV KEMA의 Hugo van Nispen,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은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유연한 전기공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핵심자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에너지가 그리드로 연결되고 균형 잡힌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의 에너지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지식과 

결합된 시험, 검사 및 인증과 관련한 독립된 글로벌 기관으로써 우리의 유산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의 확장 발전, 상용화 및 인증 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한 기술적 분석과 전략적 

방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SERDA 청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EST 시험 및 상용화 센터는 

기술 혁신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 제조로의 이전을 더욱 촉발시킬 것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더인 

DNV KEMA과의 발표한 파트너십은 이 센터의 즉각적인 신뢰를 가져왔고, 주요 기업들을 뉴욕으로 

유치하려는 주지사의 전략이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혁신을 불러모으며 뉴욕의 청정에너지 경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의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학교들이 서로 힘을 합쳐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고성장 산업에 목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뉴욕의 그린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뉴욕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Rochester 지역에 

새로운 민간부문 투자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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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 Lakes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 겸 University of Rochester 총장인 Joel Seligman과 

Wegmans Food Markets의 CEO인 Danny Weg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BEST 시험 및 상용화 

센터는 우리 지역의 경제 개발에 힘을 실어줄 공공, 민간, 학계와의 파트너십 유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발표는 Finger Lakes와 뉴욕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기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써 입지를 굳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혁신 선도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개발 기관을 NY-BEST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결단에 

감사 드립니다.” 

 

NY-BEST가 의뢰한 EIS(Economic Impact Study)에 의하면 현재 뉴욕주에서 약 3,000명의 인력이 

에너지 저장 분야에 고용되어 있고 연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영업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IS에 의하면 이 부문은 2020년까지 뉴욕에 11,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4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BEST 시험 및 상용화 센터는 

뉴욕에서 이 분야 산업의 유치와 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경제개발위원회가 발행한 2011년도 전략계획(Strategic Plan)은 Eastman Business 

Park에 청정기술 사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Rochester 내 Eastman Business Park의 유지 및 확장을 

중요 지역 경제개발 자원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Cuomo 주지사는 Eastman Business Park에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제품 상용화 센터를 

세우기 위해 NY-BEST에 350만 달러의 주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주지사의 경쟁적인 지역경제개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Finger Lakes 지역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NY-BEST는 센터 설립을 위해 NYSERDA로부터 340만 달러의 주 보조금을 받았고, 

이 프로젝트에 소요된 주 기금은 총 690만 달러에 이릅니다.  

 

NY-BEST는 공모를 통해서  DNV KEMA Energy & Sustainability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DNV KEMA는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턴시,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위험 관리 및 검증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회사는 세계 30여개국에 2,30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글로벌한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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