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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커뮤니티 열 펌프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약 400만 
달러 투자 획득 발표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의 3분의 2를 투입하여 600개 빌딩에서 청정 

에너지 옵션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수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감축하는 등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따라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물을 난방하고 냉방하기 위해 지열 및 폐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열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열 펌프 시스템 
파일럿(Community Heat Pump Systems Pilot) 프로그램의 제 1차 프로그램에 따라 
23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약 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유치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의 3분의 2를 직접 
투입하여 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600개 빌딩에서 청정 에너지 옵션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감축하는 
등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Cuomo 주지사의 국가 주도 청정 에너지와 기후 의제를 지지합니다.  
   
"지역사회 열 네트워크는 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에 더 건전한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전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사회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새롭고 깨끗한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뉴욕주는 청정 에너지 옵션을 발전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열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열 펌프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은 건전한 주거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뉴욕주가 202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85%까지 줄이려는 
국가 주도적인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커뮤니티 열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리하며 공유 열 펌프 배관 및 



인프라를 통해 서로 인접해 있는 여러 건물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열 전략은 건물별 접근 방식에서 블록별 및 
커뮤니티별 모델로 이동하여 뉴욕 건물의 탈탄소화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프로젝트 범위와 커뮤니티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열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 지정 연구, 건설 프로젝트 및 모범 사례 
가이드북의 세 가지 범주에서 투자를 유치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건물이나 커뮤니티 재원에서 폐기된 폐 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펌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추가 제안을 위한 자금은 
범위 지정 연구, 건설 프로젝트, 모범 사례 가이드북 및 설계 연구 영역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NYSERDA 사장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 펌프는 
혁신 기술을 제공하여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가정과 비즈니스 주체에 제공하며, 
이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건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와 자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치 프로젝트  
   
범위 지정 연구 유치: 유치한 23개 프로젝트 중 21개는 계약 이행의 대상이 되는 범위 
지정 연구이며 열 펌프 네트워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평가의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600개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며 대학, 병원, 다가구 주거 단지, 상업 건물 및 
복합 사용 단지를 비롯한 4천만 평방 피트 이상의 점유 공간을 나타냅니다. 연구 중 
10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8,000개 이상의 저렴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 열 펌프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 하나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여러 담당자  

 트로이 다운타운 인접 도시 - CHA Consulting, Inc., 트로이, 뉴욕*  

 센트럴 뉴욕: 2개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여러 담당자  

 시러큐스 다운타운 인접 도시 - 센트럴 뉴욕 지역 계획 개발 
위원회(Central New York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Board), CHA Consulting, Inc., 시러큐스, 뉴욕*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시러큐스 대학교 - M/E Engineering, P.C., 시러큐스, 뉴욕*  

 핑거 레이크스: 하나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로체스터 대학, Wendel Energy Services, LLC, 로체스터, 뉴욕  

 미드허드슨: 4개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Pratt Landing 복합 사용 단지 - Endurant Energy, 뉴로셸, 뉴욕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Masonic Community New Rochelle - CHA Consulting, Inc., 뉴로셸, 
뉴욕  

 Phelps Hospital - Willdan, Sleepy Hollow, 뉴욕     
 The Children's Village 교육 시설 - MEP Geothermal Engineering, 

Dobbs Ferry, 뉴욕  

 모호크 밸리: 2개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여러 담당자  

 유티카 다운타운 인접 도시 - Joseph Technology Corporation, 
유티카, 뉴욕*  

 오네온타 시의 대다수 건물 - Ramboll, 오네온타, 뉴욕*  

 뉴욕시: 9개의 프로젝트  

o 신축, 여러 담당자  

 Innovation Queens 복합 사용 단지 - Endurant Energy, 퀸즈, 
뉴욕*         

o 신축, 단일 담당 캠퍼스  

 펜실베니아 복합 사용 단지 - Endurant Energy, 브롱크스, 뉴욕*  



 Gowanus Green 복합 사용 단지 - Endurant Energy, 브루클린, 뉴욕  
 Fleet Financial Eastern Emerald 복합 사용 단지 - MEP Geothermal 

Engineering, PLLC, 퀸즈, 뉴욕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Pratt Institute - Antares Group, Inc., 브루클린, 뉴욕  
 Spring Creek Towers 다가족 주거 단지 - Endurant Energy, 
브루클린, 뉴욕*  

 Barnard College - MEP Geothermal Engineering, PLLC, 뉴욕시, 
뉴욕  

 Rockefeller 센터 - AKF Engineers, LLP, 뉴욕시, 뉴욕  
 Wagner College - Endurant Energy, 스태튼아일랜드, 뉴욕  

 웨스턴 뉴욕: 2개의 프로젝트  

o 기존 건물, 여러 담당자  

 버팔로의 National Fuel Gas Community - Wendel Energy Services, 
LLC, 버팔로, 뉴욕*  

o 기존 건물, 단일 담당 캠퍼스  

 Silo City 복합 사용 단지 - Endurant Energy, 버팔로, 뉴욕*  

  
건설 유치: 계약 이행 대상인 하나의 시범 프로젝트는 코니아일랜드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건설될 예정이며 한 쌍의 다가구 주거용 타워와 139개의 저렴한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시  

o 신축, 단일 담당자  

 LCOR 복합 사용 단지 - Ecosave, Inc., 코니아일랜드, 뉴욕*  

  
모범 사례 가이드북 유치: 계약 이행 대상인 하나의 모범 사례 가이드북 유치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부지 소유인 및 거주자가 열 펌프를 설치할 기회를 식별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우며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스타일의 열 
펌프를 추구하는 경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역  



o 온라인 리소스  

 Joseph Technology Corporation, 프로젝트 개발 모범 사례 가이드북  

   
*소외된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음.  

   
NYSERD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유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하원의원이자 NYS 의회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Michael Cus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야심찬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솔루션을 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인프라의 탈탄소화는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Wagner College가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원의원이자 NYS 상원의원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Kevin Par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 전역에 걸쳐 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근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우선순위에 둔 Cuomo 주지사와 NYSERDA에 찬사를 
보냅니다. 커뮤니티 열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은 수천 명에 이르는 저렴한 주택 
거주자의 자산이며 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커뮤니티 열 펌프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은 열 
펌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자본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격 팀은 건물 
소유인 및 컨설턴트 또는 개발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열, 대기 열, 수열 또는 다중 재원 
커뮤니티 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뉴욕주 탄소 배출량의 33% 이상을 차지하며 지열 열 펌프는 청정 열을 통해 
건물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상, 물 또는 공기 제원 측으로 열을 전달하여 난방과 냉방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 펌프는 가장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며 기존의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 
투자는 투자자 소유 시설과 NYSERDA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뉴욕주 청정 난방 추진 
계획(New York State Clean Heat Implementation Plan)에 따른 뉴욕의 국가 주도적인 
건물 전기화 노력의 일부로서 다양한 열 펌프 기술을 포함한 건물 전기화 솔루션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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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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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뉴욕주 전역에 걸친 91개의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에 21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68억 달러, 태양열 발전을 위한 18억 달러, 청정한 운송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이상, 뉴욕 그린뱅크(Green Bank) 공약에 12억 달러 이상 
등 청정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뉴욕의 전례 없는 투자에 기반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투자는 2019년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이상 창출, 2011년 이후 
분산형 태양에너지 부문의 2,100% 성장 및 2035년까지 해안 풍력 9,000MW 개발 
약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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