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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2년 12월 2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하이웨이에하이웨이에하이웨이에하이웨이에 믿을믿을믿을믿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전력을전력을전력을전력을 추가추가추가추가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재생재생재생재생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2억억억억5,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 풍력풍력풍력풍력, 수력수력수력수력, 바이오매스로바이오매스로바이오매스로바이오매스로 전력을전력을전력을전력을 생산하기생산하기생산하기생산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중대형중대형중대형중대형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폭넓은 범위의 재생 에너지 생성 프로젝트에 2억5,0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은 Cuomo 주지사의 Energy Highway Blueprint의 핵심 

사항으로 뉴욕의 노후화되어가는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뉴욕주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서 NYSERDA(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가 관리하며, 풍력, 

수력전기, 태양열, 바이오매스 또는 기타 청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전기 생성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뉴욕주의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뉴욕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입니다.  

 

“뉴욕주가 에너지 인프라의 업그레이드와 개선에 힘을 쏟게 되면서 재생 에너지는 보다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기를 제공하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RPS를 통해서 뉴욕주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 경제 개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RPS 자금 지원 대상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지원 대상은 2013년 여름까지 발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PS 프로그램으로 뉴욕주는 이러한 중대형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경제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발생하고 지역 사회에게는 

환경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NYSERDA의 사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쏟는 Cuomo 주지사의 열정으로 뉴욕은 

에너지 안보, 환경적 책임 및 건전한 에너지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둔 국가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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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면 에너지 다각화가 증가하고 우리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증진하게 됩니다”라고 Public Service Commission 회장인 Garry Brown이 말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활동과 더불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개선하며, 유해 가스 방출을 줄이고, 우리 모두가 에너지 미래를 더욱 더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RPS는 뉴욕주의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의 성공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의 RPS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뉴욕주 내 자원 혼합을 다각화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년 동안 현재 RPS 프로그램에 속한 프로젝트로 거두게 될 직접적인 이익은 

2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에 끼치는 효과는 49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PS 프로그램에 따라, NYSERDA는 현재 54개의 대형 재생 발전기와 Main Tier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로 생성되는 전력은 연간 65만이 넘는 가구에 청정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두 개의 바이오매스 시설, 10개의 쓰레기 매립지 바이오가스 

운영, 25개의 수력발전시설, 그리고 17개의 풍력발전단지가 포함됩니다. 

 

RP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serda.ny.gov/main-ti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HB(Energy Highway Bluepri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www.NYEnergyHighway.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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