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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의 미라비토 편의점에서 새로운 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발표  

  

NYPA가 주 전역에서 추진하는 이볼브 뉴욕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소를 다섯 곳의 미라비토 부지에 설치하며 첫 번째 장소는 

오네온타  

  

미국 최대 규모의 오픈 액세스 충전 네트워크 중 하나  

뉴욕주 전력청은 올해 말까지 고속 충전기 150대를 설치하여 주정부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 미라비토 편의점(Mirabito Convenience 

Store) 부지 5곳에 설치될 고속 전기차 충전 허브 중 첫 번째가 설치될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미라비토와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간의 

합의에 따라 실현되는 새로운 이볼브 뉴욕(EVolve NY) 충전 허브는 미라비토 부지 

5곳에서 총 19개의 충전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오네온타 미라비토 충전소로 

NYPA의 이볼브 뉴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에서 일곱 번째로 설치된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가을 무렵 운영을 시작하는 5개의 허브는 뉴욕 주민들에게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 충전 선택지를 제공하여,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2,2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감소하겠다는 주지사의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은 신속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소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전역의 

현지 시장에서 고속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운전자가 전기차(electric vehicle, 

EV)를 선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기차의 사용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뉴욕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뉴욕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것입니다."  

  

EV를 운행하는 Cathy Hochul 부지사가 오늘 공개한 사우스사이드 오네온타(Southside 

Oneonta) 지점은 미라비토 편의점 최초로 충전소가 설치될 장소입니다. 미라비토 

편의점은 빙엄턴을 중심으로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체인으로 센트럴 뉴욕 전체에서 

100곳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YPA는 올 가을까지 미라비토 부지에 



 

 

19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미라비토 부지는 주로 빙엄턴-시러큐스 

통행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건설은 6월에 시작할 예정이며 시러큐스 두 곳, 캐슬 크릭 한 

곳, 빙엄턴 한 곳 등에서도 실시됩니다. NYPA는 미라비토 지점 운영자와 협력하여 

이볼브 뉴욕 충전 네트워크를 건설, 소유 및 운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뉴욕에서는 청정 재생 에너지에 

의해 연료가 공급될 것이며, 전기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미라비토 편의점 5곳에 고속 전기차 충전 허브 다섯 곳을 신설한다는 오늘의 

발표는 충전소 확대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연료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한편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는 

미라비토와 이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미라비토는 첫 번째로 충전소가 

설치되는 곳으로 더욱 많은 지역사회가 손쉽게 고속 충전을 이용할 있도록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주 전역의 주요 장소에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더 많은 운전자가 온실 가스 배출 없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더욱 쉽게 무탄소 차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NYPA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무탄소 미래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전기 설치는 더 많은 이동자들이 E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주요한 이동 

경로 및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뉴욕주 NYPA 이볼브 뉴욕(EVolve NY)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볼브 뉴욕은 2021년 말까지 

뉴욕주 전역에 최대 150대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뉴욕을 150 킬로와트 이상의 고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오픈 액세스(모든 EV가 사용 가능)로 만들 

것 입니다. 이볼브 뉴욕 조달 단계가 완료되면, 뉴욕 주민들은 50마일 이하 구간마다 

15~30분만에 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뉴욕시에서 몬탁, 

올버니에서 몬트리올, 빙엄턴에서 버펄로까지 모든 EV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오픈한 이볼브 뉴욕 충전소에는 라그랑빌, 워터타운, 말론, 쉬룬 레이크, 

페어포트를 비롯해 노스이스트 최대 규모의 공공 충전 허브인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있습니다.  

  

미라비토: 에너지 혁신의 트렌드세터  

미라비토는 센트럴 뉴욕 지역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1927년 James Mirabito가 뉴욕 노르위치에서 

주민들에게 석탄을 공급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계속 발전하여 가정 

난방유 및 프로판 가스 등에도 진출했습니다. 1983년 미라비토는 주유소와 편의점을 

매입하여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했고 현재 10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EV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센트럴 뉴욕 전역의 고객들이 새로운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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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연료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Joe Mirabito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기 '충전'이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부문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볼브 뉴욕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에너지 사업에 종사한 약 100년 동안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응하고 발전하는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 23번 주도(NY State Route 23) 4969에 위치한 오네온타 충전소에는 3개의 150 

킬로와트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DCFC)를 비롯해 분당 최대 20 

마일의 속도로 호환 차량 충전이 가능한 350 킬로와트 충전기 한 대가 

설치됩니다. 충전소 두 곳은 고속 충전 커넥터, 종합 충전 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 차데모(CHAdeMO) 등을 갖추어 테슬라(Tesla)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조건을 준수합니다. 충전기 중에는 특정 차량이 차량 소유주의 지불 수단과 충전기 

연결을 지원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지불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인 "플러그 앤 

차지(Plug and Charge)" 기능이 탑재됩니다.  

미라비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며 공용 휴게실, 세차, 음식 및 음료 등을 제공합니다. 

충전소에는 여러 상점과 레스토랑가 위치하며 차량 요금을 지불하는 한편 걸어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3번 주도에 던킨(Dunkin) 충전소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네온타 충전소는 또한 NYPA가 처음으로 일렉티파이 커머설(Electrify Commercial)과 

합작하여 시행 및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일렉티파이 커머셜은 일렉티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의 사업 부문으로 고객 맞춤형 단대단 충전 솔루션을 기업, 

유틸리티, 정부 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이볼브 뉴욕 고객은 신용 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사용하거나 전국의 2,600개 이상의 직류 고속 충전기와 운전자를 직접 연결하는 

일렉티파이 아메리카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이러한 충전소에서 편리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일렉티파이 아메리카의 연중무휴 24시간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렉티파이 아메리카의 Rachel Moses 상업 서비스, 친환경 도시 및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렉티파이 커머셜은 끊임없는 혁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트워크 및 흔들리지 않는 고객에 대한 헌신을 기초로 뉴욕과 미국, 캐나다에 

초고속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과 같이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하는 기관과의 협력은 전기화 미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업 

비즈니스 부문에 턴키 방식의 혁신적인 충전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기 가스 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는 충전소 

전기 시스템 설치 및 엔지니어링을 위해 NYPA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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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G의 Carl A Taylo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NYSEG는 

오네온타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 전역에서 EV 충전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주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에 대비하고 EV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주정부의 에너지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송 부문의 전기화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고객을 비롯한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충전소 설치는 또한 주지사의 "메이크 레디(Make Ready)" 프로그램를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의 자금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50,0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주요 장소에 EV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뉴욕의 운송 부문을 전기화하는 데 대한 10억 달러의 투자는 

더 깨끗한 공기 및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저소득층 

또는 불우한 지역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청정 

운송 및 전기 운송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의 협력을 통해 메이크 

레디(Make Ready), 이볼브 뉴욕, 차지 뉴욕(Charge NY) 등으로 추진되는 이번 투자 및 

전기화 노력은 뉴욕주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서 정의한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라비토에 설치되는 이볼브 뉴욕 고속 충전기 및 기타 새로운 충전기에 대한 

정보는 플러그쉐어(PlugShare)에서 확인하거나 차지웨이(Chargeway)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plugshare.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3Dcj7G76NVmGLilWORUbnYzm-FGsIgp5xjb962TcM2Y&m=4yO3F588URcOrDMJKfSGDueg05ZUG12qH-YboPBKfns&s=jrxqKo1voZy65pd6qh3OwyRanBEE-qhfDvMGYc-kx5M&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plugshare.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3Dcj7G76NVmGLilWORUbnYzm-FGsIgp5xjb962TcM2Y&m=4yO3F588URcOrDMJKfSGDueg05ZUG12qH-YboPBKfns&s=jrxqKo1voZy65pd6qh3OwyRanBEE-qhfDvMGYc-kx5M&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protect2.fireeye.com_v1_url-3Fk-3D51c30dd1-2D0e5834eb-2D51c1f4e4-2Dac1f6b44fec6-2D1bab78a7c4171b58-26q-3D1-26e-3D54ec1f5f-2D4cc7-2D44c7-2Dbd80-2Dc287a64d642c-26u-3Dhttps-253A-252F-252Fwww.chargeway.net-252Fmobile-2Dapp-252F&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3Dcj7G76NVmGLilWORUbnYzm-FGsIgp5xjb962TcM2Y&m=4yO3F588URcOrDMJKfSGDueg05ZUG12qH-YboPBKfns&s=mjOGQvscm35MgVnqAuHLyznyZWFYVz4Jl83GY0f-Fn8&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protect2.fireeye.com_v1_url-3Fk-3D51c30dd1-2D0e5834eb-2D51c1f4e4-2Dac1f6b44fec6-2D1bab78a7c4171b58-26q-3D1-26e-3D54ec1f5f-2D4cc7-2D44c7-2Dbd80-2Dc287a64d642c-26u-3Dhttps-253A-252F-252Fwww.chargeway.net-252Fmobile-2Dapp-252F&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3Dcj7G76NVmGLilWORUbnYzm-FGsIgp5xjb962TcM2Y&m=4yO3F588URcOrDMJKfSGDueg05ZUG12qH-YboPBKfns&s=mjOGQvscm35MgVnqAuHLyznyZWFYVz4Jl83GY0f-Fn8&e=


 

 

한편,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수요 부문에서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볼브 뉴욕 소개 

이볼브 뉴욕은 전기차(EV) 사용을 주 전역에서 가속화하려는 뉴욕주 전력청의 

이니셔티브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전기차들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YPA는 주요 고속도로 

통행로를 따라, 5개의 주요 도시 및 뉴욕시 공항에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볼브 뉴욕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뉴욕주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0,000개의 공공 EV 충전소를 운영하겠다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차지 뉴욕 2.0(Charge NY 2.0)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거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라비토 소개  

가족 소유 기업인 미라비토 가족 기업(Mirabito Family of Companies)은 가정용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Home Energy Products and Services), 편의점(Convenience Stores), 

도매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Wholesale Energy Products and Services), 천연 가스 및 

전기(Natural Gas and Electric), 미라비토 트럭 수리(Mirabito Truck Repair) 등 다양한 

사업을 아홉 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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