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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저소득 내지 중산층 주민들이 청정하고 적정 가격인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360만 달러 지원 발표 

 

NY-Sun을 통한 자금 지원은 전통적인 태양열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에 

거주하는 저소득 내지 중산층 주민들을 위해서 태양열 이용 장애 문제에 대처할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저소득 및 중산층 지역사회에서 태양열 

에너지 이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360만 달러의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적정 가격 주택 제공 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들이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의 50%를 

충당한다는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뉴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감소시키는 것도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있어서 

핵심이며, 우리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돈을 

절약하도록 도우며, 모두를 위해서 보다 청정하고 회복력 있는 뉴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마케팅 및 고객 접촉,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 

밖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해서, 저소득 내지 중산층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특유한 여러 

장애요소가 태양열 프로젝트의 진척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정 

가격 주택 제공 기관들은 이러한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저소득 내지 중산층 

가정을 (Low-to moderate-income, LMI) 위한 태양열 이용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종종 태양열 프로젝트를 개념 구상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까지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 태양열 시장 경험 또는 담당 

인력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번 자금 제공 기회는이러한 현장의 유관 기관들에게 그들이 

태양열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 청정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메우려는 것입니다. 

 

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 회장 Richard Kauff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은 모든 지역사회가 그의 에너지 개혁 비전 전략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태양열 

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부터 혜택을 못받은 지역에서 개발 전 단계의 작업을 위해서 

이번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뉴욕의 청정 에너지 미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전역에 걸쳐 태양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주지사의 NY-Sun 계획을 통해서 제공되며, 에너지 효율성 및 저소득 내지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위한 청정 에너지 기금에 따른 주 정부의 

2억 3,400만 달러 투자 약속에 추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구 중 총 40%가 

저소득 내지 중산층 가구로 인정되며, 이는 그들이 그 지역 평균 소득의 80% 미만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NY-Sun 적정 가격 태양열 개발 전단계 및 기술 지원 계획을 통해서 경쟁 방식으로 36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이는 저소득 내지 중산층 고객들과 적정 가격 주택 제공 기관들에게 

의미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 모델임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태양열 프로젝트들에 집중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이 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회장 겸 

CEO인 John B. Rhod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청정하고, 회복 가능하며, 적정 가격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동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계획은 특유한 요구사항 및 기술적 문제가 있는 지역들에서 태양열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부 커미셔너 James S.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 덕분에,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해결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과 같이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을 우리 주의 적정 가격 다가구 주택 및 임대 

주택에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지역과 지역사회에 있는 뉴욕 주민들이 더 낮은 

에너지 비용과 더 건강하고 청정한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될 것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보조금은 2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보조금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nyserda.ny.gov/ASPTA를 방문하세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웨비나(webinar)가 진행될 것입니다. 

웨비나에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nyserda.ny.gov/ASPTA
https://nyserda-events.webex.com/mw3100/mywebex/default.do?nomenu=true&siteurl=nyserda-events&service=6&rnd=0.14694495056617796&main_url=https%3A%2F%2Fnyserda-events.webex.com%2Fec3100%2Feventcenter%2Fevent%2FeventAction.do%3FtheAction%3Ddetail%26%26%26EMK%3D4832534b00000002c3ca91d8b11d68c74a9c1e01f3f3f9e5a14b51b6e761c95633745bc4786c39d2%26siteurl%3Dnyserda-events%26confViewID%3D1758362971%26encryptTicket%3DSDJTSwAAAAI1YIm9B06Ke-GOEDzQXySP79VzwNp8yT7Ao_IN6Hg9JA2%26


NY-Sun 소개 

NY-Sun은 태양열 발전의 규모를 키우고, 뉴욕주를 지속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태양열 산업을 갖는 쪽으로 더 가까이 전진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 

계획입니다. 2012년 개시 이래, 뉴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 메가와트는 750%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 전역에서 태양열 관련 일자리 수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국가적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태양열 산업은 이제 미국에서 4위이며, 

현재 8,2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이래 3,000개 이상 

일자리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 정부의 굳건한 태양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강력한 

일자리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를 공급한다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최근에 채택한 조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청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은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600%의 성장을 이끌고 냈고, 105,000개가 넘는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3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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