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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주지사, 뉴욕 기업이 태양 에너지 전력 시설을 설립하도록 NY-SUN 발의를 통해 30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 

 

이 기금으로 주남부 지역의 16개 대규모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업체를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ew York City와 Hudson Valley하류의 여러 곳에 대규모 
태양광전지(PV)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16개의 개발회사에게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NY-Su발의의 일부로서,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생성하는 업체 및 시설을 후원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Customer-Sited Tier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 기관(NYSERDA)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젝트는 제조 시설, 
대학교, 백화점, 복합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금을 지원받은 
개발회사들은 2013년에  34 MW의 발전 능력을 가지게 될 태양 에너지를 생성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후원으로 여러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업체가 태양 에너지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석탄 연료의 사용과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경제 개발을 활성화 하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NY-Sun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선두자로서 태양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가 사업체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 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더욱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American Capital Energy Inc., Dynamic Solar LLC, EmPower 
Solar CES LLC, EnterSolar LLC, GreenLogic LLC, Lighthouse Solar, Mercury Solar Systems Inc., OnForce 
Solar Inc., Orion Energy Systems Inc., Ross Solar Group LLC, Safari Energy LLC, Solar Energy Systems LLC, 
Solartech Renewable Systems LLC, SunEdison Commercial Solutions LLC, SunWize Technologies Inc., 
TriState Solar Alliance. 
 
NY-Sun 이니셔티브는 주지사의 2012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처음으로 요약 보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매년 뉴욕에 설치된 태양전지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2013년까지 네 배로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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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RDA의 사장 겸 CEO Francis J. Murray Jr. 는 “NYSERDA는 태양 에너지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에너지, 환경 및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서 우리는 
전력망에 대한 수요는 줄이면서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증가시켜 뉴욕에 더 많은 
에너지 독립성을 제공하는 이프로그램을 업스테이트까지 확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Garry Brown씨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뉴욕시와 뉴욕주 전체에서의 
재활용 자원 발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재활용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자원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자원 개발은 향후 우리의 에너지 사용을 계획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YSERD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년에 26.62MW 분량의 태양전지 프로젝트를 위해 22개 
업체에게 3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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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ERD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nyserda.ny.gov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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