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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9일 

CUOMO 주지사는 NY-SUN INITIATIVE를 통한 대규모 태양열 설비 지원금 1억 7백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뉴욕주의 사업체 및 지방자치 당국 신청 촉구 

 
NY-Sun의 일환으로 태양열 설치 및 사업체의 전력 비용 감소 및 안정화를 위해서 2013년까지 

지원금이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반에 걸쳐서 광발전 (PV)시스템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태양전력 촉구 프로그램을 위한 NY-Sun 계획을 통해서 1억 7백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국 (NYSERDA)이 시행하는 NY-Sun 경쟁적 PV 프로그램은 사업체, 공장, 
지방자치제 당국의 건물 및 기타 대규모 사업체 및 산업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PV 시스템 
설치를 제안합니다.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유치하려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인 http://ny-sun.ny.gov/가 신설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Y-Sun 계획을 통해서 뉴욕주가 태양전력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광발전 시스템 투자로 인해서 사업체와 지역 사회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의 전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의 
친환경적 전력 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며 뉴욕주 전반에 걸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업체와 지방자치 당국이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PV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신청 단계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해당 고객의 사업장에서 
2013년말까지 계속됩니다.  현 프로그램은 2년전에 시작된 뉴욕시, Westchester County 및 하부 
Hudson Valley의 상업지역, 산업지역 및 지방자치 당국의 대규모 PV 시스템에 집중된 프로그램의 
지역적 확장 및 자금 규모의 확장입니다.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금액은 현 프로그램보다 제한적인 
2년전 프로그램에서 연유합니다.  
 

http://ny-sun.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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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설정된 NY-Sun 경쟁적 PV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2년에는 3천 6백 4십만 달러가 지급되며 
2013년에는 7천 5십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 출자가 요구되며 각 프로젝트의 지원금은 최대 3백만 달러입니다. 
 
NY-Sun Competitive PV 프로그램의 1차 라운드 제안서는 11월 8일이 제출 마감일이며 2013년 
1사분기 말과 3사분기 말이 각 잔여 제안서 마감일입니다.  
 
NYSERDA의 청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 는 “뉴욕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Sun 계획은 태양열 기술의 
성장 및 활용을 확장 및 촉진시킬것이며 동시에 뉴욕주 전역의 기존 전력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ublic Service Commission 청장 Garry Brown은 “Cuomo 주지사의 NY-Sun 계획은 뉴욕주에서 태양열 
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시킬 뿐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SERDA는 NY-Sun 계획의 경쟁적 PV 프로그램외에 NY-Sun 계획하의 소규모 태양열 PV 프로그램 
(50 킬로와트 이하)을 확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의 월별 지원금은 2012년 잔여기간 동안 
2백만 달러에서 3.5백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며 2013년 월별 3백십만 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상기 표준 비경쟁적 개방 등록 프로그램은 주거지역에서 7 킬로와트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50 킬로와트까지 비거주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 매년 고객(사)에 설치되는 태양열 발전 규모를 두배로 하여, 2013년까지 
태양열 발전 규모를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NY-Sun 이니셔티브를 런치했습니다. NY-Sun 
이니셔티브는 NYSERDA, 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 및 NYPA에 의해 관리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종합하여 발전시켜, 조직화되고 자금이 충분한 태양열 에너지 확장 계획을 
보장합니다.  
 
NY-Sun Initiativ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ny-sun.ny.go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NY-Sun 
경쟁적 PV 프로그램 신청서는 여기서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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