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의 무공해 차량과 충전 시설에 220만 달러 지원 발표  

  

뉴욕의 ZEV (zero-emission vehicles) 투자로 뉴욕주 전역의 친환경 차량 증진  

 

주정부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투입으로 친환경 차량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220만 달러를 통해 지자체가 관용 전기(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차량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구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공 충전소 또는 연료 전지 충전 인프라 

설치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의 무공해 차량 및 인프라 

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주지사의 친환경 차량 및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미 

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가 모든 수준에서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력적인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며,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뉴욕주를 지원합니다.”  

 

DEC가 뉴욕주 보조금 게이트웨이(New York State Grants Gateway)를 통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DEC는 9월 12일 화요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 

리베이트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회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차량 리베이트: 200,000달러  

  

2016년 4월 1일 이후 지자체에서 발생한, 최소 36개월간 신규 친환경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는 데 들어간 비용. 10-50마일을 전기를 사용해 달릴 수 있는 차량의 경우 

2,500달러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50마일 이상 전기로 달릴 수 있는 차량에는 

5,000달러의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https://grantsgateway.ny.gov/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인프라 리베이트: 1,000,000달러  

  

지자체가 레벨 2 네트워크 충전소 혹은 직류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충전 포트당 8,000달러 또는 급속 충전대당 32,0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충전소당 25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20% 매치의 

리베이트 신청금이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리베이트: 1,000,000달러  

  

자치단체의 계약팀에서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충전 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설치 장비에 

들어간 금액은 리베이트 신청액의 20% 매치 기준에 맞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시설당 25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ZEV 리베이트 1차로 지자체는 친환경 차량 79대를 구입하고, 194개의 신규 공공 충전 

포트를 설치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DEC의 지자체 리베이트는 Cuomo 주지사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며, 이는 뉴욕 주민이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전기 차량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2,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지원을 받습니다. 30종류 이상의 전기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 목록은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관용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해당 지역사회를 위해 

친환경 차량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 스마트 커뮤니티(Climate Smart Communities)에 등록한 208개 

지자체와 같은 진취적인 지자체들은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전략을 위한 

주력군입니다.”  

  

Alicia Barton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대표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주정부는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와 지방 정부가 관용차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는 조치로 

인해 주 전역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 

경영자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는 주지사님의 Charge NY 이니셔티브 목표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Drive-Clean-Rebate


 

 

달성을 위한 DEC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DEC 자금 조달 첫 번째 차수로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차량 구매를 직접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추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호위원회(State Senat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의 

Tom O’Ma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장기적 에너지 미래에 있어 청정 

에너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와 투자를 

개발 및 지원하여 지자체가 관용차를 전기 차량 및/또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위원회(State Senate Energy Committee) Joe Griff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은 뉴욕 전역의 지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흥 기술에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Cuomo 

주지사님과 맺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온전히 기금을 지원해 주신 EPF 덕분에 뉴욕은 

우리 주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 및 강화하는 진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State Assembly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Steve Englebright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 교부금은 보다 청정한 뉴욕을 

만드는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는 전기 차량 또는 기타 무공해 차량을 

사용하여 뉴욕주 어디든 갈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뉴욕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 목표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 하원 에너지 위원회(State Assembly Energy Committee) Amy Pauli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가 관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주민들의 충전소 

접근성을 높여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충전소가 생기면 보다 많은 소비자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고, 뉴욕의 야심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는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인다는 뉴욕주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합니다. ZEV는 마일당 75%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리베이트는 2025년까지 미국 도로의 ZEV를 330만 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ZEV 파트너십의 일환으로써 뉴욕주가 공약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harge NY 소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Charge NY” 이니셔티브는 뉴욕 전역에서 실시되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교육, 연구, 고객 봉사 및 재정 지원을 통하여 뉴욕주의 전기차 성장을 

추진합니다. 1,600여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2018년까지 3,0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Charge NY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NYSERDA, NYPA 및 

DEC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려는 뉴욕주 목표의 일환으로 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친환경 차량 또는 ZEV 기반시설 리베이트에 관한 질문은 

ZEVrebate@dec.ny.gov 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518-402-8448번에 전화하여 기후변화 

DEC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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