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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1월 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설치설치설치설치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낮추기낮추기낮추기낮추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미국미국미국미국 에너지부에너지부에너지부에너지부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2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전주의전주의전주의전주의 16개개개개 지자체들에지자체들에지자체들에지자체들에 SunShot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루프탑루프탑루프탑루프탑 솔라솔라솔라솔라 챌린지챌린지챌린지챌린지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혜택혜택혜택혜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미국 에너지부(DOE) SunShot 이니셔티브 루프탑 솔라 

챌린지 II 교부금을 탔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의 태양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지사의 NY-Sun 이니셔티브에 의거 뉴욕시립대학교(CUNY)가 개발한 혁신적 융자 메커니즘 및 

정보 기술(IT) 솔루션을 사용하여 태양력 설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인 NYSolar Smart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태양 에너지를 제공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전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태양력 설치에서 모범 

관행을 확립하고, 혁신적 정보기술 도구를 개발하며, 태양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지역 

정부 및 단체들과 협력함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의 이 교부금은 우리의 NY-Sun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뉴욕주를 청정 에너지 개발의 리더로 만드는 가운에 

본인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NYSolar Smart는 CUNY; 연방 교부금에 맞추어 $500,000를 지원할 뉴욕전력청(NYPA); 매칭 자금 

$100,000를 제공할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뉴욕주 주민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 

노력에 $390,800를 제공할 16개 시, 타운 및 빌리지; 유틸리티 회사, 설치업체, 정부 기관 및 업계 

리더들을 대표하는 30여 단체들의 협동 노력입니다.  

 

NYSolar Smart에에에에 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 시시시시, 타운타운타운타운 및및및및 빌리지빌리지빌리지빌리지: 

 

Albany시 

Ithaca시 

Rochester시 

Poughkeepsie시 

Clifton Park 타운 

Yonkers시 

Huntington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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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wick 타운 

Southampton 타운 

Syracuse시 

Schenectady시 

Red Hook 타운 

White Plains 시 

뉴욕시 

Hempstead 타운 

Warwick 빌리지 

 

NYSolar Smart 프로그램은 가정, 업소 및 기타 건물의 현장에서 전기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간과 비용을 시 및 타운, 유틸리티, 업계 및 주민들이 줄일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및 자원으로 된 툴키트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마스터 미터링 건물을 위한 

가상 네트-미터링 가이드라인, 집단 구입 프로그램 및 모범 용도지역 조례 등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부금에 의거 개발되는 IT 도구는 웹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허가, 태양 지도, 

시장 분석 및 맞춤식 온라인 고객 획득 시스템을 위한 파일롯트 및 원스톱 PV 시장 포털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CUNY가 개발하고 NYPA가 지원하는 뉴욕주 태양 지도 위에 

구축됩니다.  

 

“CUNY는 Cuomo 지사님의 NY-Sun 프로그램 및 에너지부의 SunShot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매우 기쁩니다”라고 뉴욕시립대학교 임시 총장 William P. 

Kelly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태양 지도를 포함한 혁신적 툴키트에서 우리 파트너 및 유틸리티 

회사들과 협력하는 것은 뉴욕주가 청정 재생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Solar Smart 이니셔티브는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전주적으로 태양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다면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NYPA의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가 말했습니다. 

“뉴욕전력청은 이 용의주도한 노력을 뒷받침하여 기쁘며 청정 에너지의 이점을 인정해주신 

에너지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방 예산과 함께 주 및 지역 자금을 활용하는 이 교부금은 뉴욕주 전역의 이해관계자들을 

규합하여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Cuomo 지사님의 NY-Sun 목표를 추진하면서 

태양력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NYSolar Smart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NYSERDA의 청장 

겸 CEO인 John B. Rhodes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부에 감사하며 현재 지역사회에 태양력을 

설치하려는 노력에서 지자체와 기타 기관들이 직면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CUNY 및 

NYPA와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NYSolar Smart 파트너들의 대표자들이 포함될 실무 그룹은 태양력 프로젝트의 “연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제에서 작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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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상호연결 

•네트-미터링 및 상호연결 기준 

•계획 및 구역 설정 

•재정 옵션  

 

NYSERDA는 또한 최근 개발된 뉴욕주 통일 태양력 허가 및 절차를 채택하는 지자체에 Cuomo 

지사의 클리너 그리너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에 따라 $2,500~$5,0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SunShot 이니셔티브는 2010년대 말 이전에 태양력 에너지가 전통 에너지원과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한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적 협업 노력입니다. 

SunShot을 통해 DOE는 민간 기업, 학계 및 전국의 실험실들이 태양력 전기 비용을 킬로와트-시당 

$0.06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energy.gov/sunshot. 2011년에 CUNY는 뉴욕시를 대표하여 SunShot 이니셔티브 루프탑 

솔라 챌린지 I 교부금을 탔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에서의 태양력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NY-Sun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12년에 NYSERDA, NYPA 및 LIPA의 통합된 노력으로 뉴욕주에서 58 

메가와트(MW) 이상의 PV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2011년에 설치된 고객 현장 PV량의 근 2배가 

되었습니다. 총 299 MW의 PV가 NY-Sun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CUNY, NYSERDA 및 NYPA가 PV의 연성 비용을 낮추기 위해 뉴욕주 자문단 구성, 태양력 

설치 절차 관련 타운 및 시 대상 전주적 설문조사 실시, 주거지 PV를 위한 표준 허가 개발 및 뉴욕주 

태양력 옴부즈맨 및 코디네이터를 위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전주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NYSolar Smart에 대한 상세 정보는 nysolarsmart.org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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