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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주간 동안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가장 큰 청정 수력 프로젝트인 탄소 없는 

전기 기반 현대화 작업의 주요 진행 상황을 발표  

 

주력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우리 주의 수력 발전 관련 통합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16억 달러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우리 주의 최대 전력 생산업체는 최대 2,675 메가와트를 생산  

  

공장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차세대 나이아가라 현대화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주간 중 오늘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Lewiston Pump Generating Plant, LPGP)에서 4억 6천만 

달러의 대규모 현대화 및 수명 연장 작업을 완료하고 로버트 모세스 나이아가라 

발전소(Robert Moses Niagara Power Plant)에서 13개의 수력 발전 터빈 중 첫 번째의 

디지털화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화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의 운영 수명을 크게 

연장하기 위한 11억 달러의 15개년 현대화 및 디지털화 프로그램인 차세대 

나이아가라(Next Generation Niagara)의 첫 주요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2040년까지 탈탄소 전기로 전환한다는 뉴욕주의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약 16억 달러 규모를 가진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플랜트를 

방문하여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담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뉴욕주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전력을 위해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함으로써 향후 수년 동안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복잡한 발전 자원을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뉴욕을 

뒷받침합니다.”  

  

다년간의 이 청정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의 기후 리더십 및 

커뮤니티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기후법) 목표를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Niagara_Power_Project.pdf
https://www.youtube.com/watch?v=85Ouypocfvo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유연성, 탄력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서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를 함께 구성하는 로버트 모세스 및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는 

2,675메가와트(MW)의 신뢰할 수 있는 용량을 결합하여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를 

우리 주와 미국에서 가장 큰 발전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1MW는 일반적인 800 - 1,000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 및 로버트 

모세스 발전소 개선 사항에는 노후된 장비를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고급 디지털 기술이 탑재된 최신 기계로 교체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리차지 뉴욕(ReChargeNY)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비용 전력 할당 프로그램을 

통해 웨스턴 뉴욕 및 주 전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청정 발전소로서 결합된 발전소의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에서는 

직접적으로 20만 개의 일자리와 13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NYPA 회장인 John R.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제를 재건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이 현대화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NYPA는 계속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일자리 창출에 저비용 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미래를 향한 뉴욕의 여정을 가속화합니다. 역사가들은 우리가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를 에너지 탈탄소화로 전환하려는 뉴욕의 큰 의지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NYPA 사장 겸 CEO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서 이러한 이정표를 남긴 것에 대해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팬데믹과 수많은 다른 도전 속에서 이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발전소를 모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중하고 협력적인 작업은 뉴욕의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 수명 연장 및 현대화 완료  

2012년에 시작된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LPGP)의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10개년 

수명 연장 및 현대화에는 12개 펌프 터빈과 발전기 승압 변압기 교체가 포함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발전소는 1961년에 처음 가동되었습니다. 8월에 12개의 터빈 모두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LPGP는 피크 전력 수요 기간 동안 청정 수력 발전을 제공하여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의 주요 발전 시설인 로버트 모세스 나이아가라 발전소의 출력을 보완합니다. 

LPGP에서 마무리된 작업에는 8개월 내지 9개월마다 1개의 펌프 터빈을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으며 NYPA가 전력 고객에 대한 약속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12개의 LPGP 터빈 장치 중 11개를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 전력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력을 제공합니다. 

Hochul 지사는 2017년 발전소 행사에서 수명 연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중간 기점을 

경축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515b25c-1a8e8b66-45174b69-ac1f6b44fec6-e8804ce21730fe81&q=1&e=5a8e8175-56f5-4495-bead-204e5395c415&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incentives-and-grants%2Frecharge-n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515b25c-1a8e8b66-45174b69-ac1f6b44fec6-e8804ce21730fe81&q=1&e=5a8e8175-56f5-4495-bead-204e5395c415&u=https%3A%2F%2Fwww.nypa.gov%2Fservices%2Fincentives-and-grants%2Frecharge-ny


  

차세대 최초의 터빈 디지털화  

2019년 7월에 시작된 차세대 나이아가라는 루이스턴에 있는 로버트 모세스 나이아가라 

발전소의 운영 수명을 크게 연장하기 위한 11억 달러 규모의 15개년 현대화 및 디지털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완료된 첫 번째 터빈 발전기 장치에 새로운 디지털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에서, 발전소 전체 제어실 업그레이드 및 재설계의 일환으로 시설 

제어실과 나이아가라의 전력이 뉴욕의 송전선을 통해 분배되는 발전소 스위치야드에 

해당하는 디지털 연결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스위치야드에서 작업자는 

업그레이드된 터빈에 해당하는 변압기와 회로 차단기에 디지털 제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발전 장치, 제어실 및 스위치야드 간의 디지털 연결을 

설명합니다. 지난 11월에 시작된 첫 번째 터빈 장치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은 

번즈(Burns)와 맥도넬(McDonnell)에게 NYPA 이사회가 수여한 설계 구축 계약의 

일환이며 자동화 솔루션의 글로벌 제공업체인 에머슨(Emerson)과 퍼거슨 일렉트릭 오브 

버팔로(Ferguson Electric of Buffalo)와의 하청 계약을 포함합니다.  

  

발전소의 발전 장치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보조 제어실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차세대 

나이아가라 이니셔티브에는 로버트 모세스 발전소의 펜스톡(프로젝트 면을 따라 

포베이에서 터빈 발전기로 물을 운반하는 직경이 24피트, 길이 485피트인 중공형 

파이프)에 대한 종합적 검사가 포함되고 터빈에 대한 기계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630톤 크레인의 교체, 작동 수명이 다한 기계 부품의 정밀 검사와 교체 작업이 

포함됩니다.  

  

다년간의 #NextGenNiagara(차세대나이아가라) 현대화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 터빈 발전기 장치 제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정된 장치 

정전이 2022년 5월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은 

뉴욕주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가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고 뉴욕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사업을 실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준 NYPA에 감사드립니다."  

  

Rob Ortt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뉴욕주와 뉴욕주 전력청은 웨스턴 뉴욕 주민, 웨스턴 뉴욕 기업 및 

웨스턴 뉴욕 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주는 

어디에서나 가장 큰 천연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자연 에너지로 축복을 받았으며,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과 기업에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VDDpXzh80c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4799d80-4be2a48e-147b64b5-0cc47aa88e08-14879a1e10b60a5a&q=1&e=05fbbd75-1128-47d0-a43b-7443f83704ab&u=https%3A%2F%2Fwww.nypa.gov%2Fnews%2Fpress-releases%2F2020%2F20201117-mileston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mediaoutreach.meltwater.com_ls_click-3Fupn-3DyfNakHPY6oP5o-2D2BTKiU4I9pBo-2D2B6s4xWrPvaQl3jTa3GUhJzG58eVNbmV2qElQdLSiaVKsO2xDYBPNeSr2naZywYQBz-2D2FzTIEbHh6DOvodEz-2D2Fv8w-2D2F-2D2BJtHHDrc8SwTZdoq8tIIUMQAqbLgEXMQXP4NHZPw-2D3D-2D3Dwi0i-5FISRr5-2D2FhKm0QkxPTfEI-2D2BB8-2D2F8d7QovuvUT-2D2BBFoazXmBQQpo6pubvI24Tn-2D2FycPWg-2D2Fa-2D2B6ra6QLvvcRJrDxRfy6vBZC1raFIMnJvyZbi2lXeUilRcVEQ4ZfEc6vqBUvWqBQvyt7QJu8ZLEP-2D2BhQJE8Cu2-2D2FKrLQqvyps4DltyTacLUrUvUIMQCFd2RYPU-2D2B-2D2BrlaPXO7f0auXEIBq0Goks-2D2BtsK3zogOZSs3gUM0ne4PiOjarKf-2D2F83i73Ca7m6-2D2BkRjbzqRxJlH9HX5oPbvH4QBPCiwuSdm90QGVqTIC3RU51XUxD8xb-2D2BY-2D2BQ7-2D2BTsacSnCrq3fE-2D2FEkIqycg9M293CZyCufCLxRpBoRL9cdB-2D2Bd3w3-2D2BbP-2D2BJGTxkzNV4zKpGrq2MzbEOyeuOfk4fNQ5ghSrX7Q-2D2FN6-2D2FIu-2D2Btc2w-2D3D-2D3D&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oN6YR5pTCMPEGS_p1FFpbvaqos7UrZtuOoQsTDbqDXc&s=ZkdQsulJ_FFrcd2x1B9MTpQLo33SeYea2kie83tVaD0&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mediaoutreach.meltwater.com_ls_click-3Fupn-3DyfNakHPY6oP5o-2D2BTKiU4I9pBo-2D2B6s4xWrPvaQl3jTa3GUhJzG58eVNbmV2qElQdLSiaVKsO2xDYBPNeSr2naZywYQBz-2D2FzTIEbHh6DOvodEz-2D2Fv8w-2D2F-2D2BJtHHDrc8SwTZdoq8tIIUMQAqbLgEXMQXP4NHZPw-2D3D-2D3Dwi0i-5FISRr5-2D2FhKm0QkxPTfEI-2D2BB8-2D2F8d7QovuvUT-2D2BBFoazXmBQQpo6pubvI24Tn-2D2FycPWg-2D2Fa-2D2B6ra6QLvvcRJrDxRfy6vBZC1raFIMnJvyZbi2lXeUilRcVEQ4ZfEc6vqBUvWqBQvyt7QJu8ZLEP-2D2BhQJE8Cu2-2D2FKrLQqvyps4DltyTacLUrUvUIMQCFd2RYPU-2D2B-2D2BrlaPXO7f0auXEIBq0Goks-2D2BtsK3zogOZSs3gUM0ne4PiOjarKf-2D2F83i73Ca7m6-2D2BkRjbzqRxJlH9HX5oPbvH4QBPCiwuSdm90QGVqTIC3RU51XUxD8xb-2D2BY-2D2BQ7-2D2BTsacSnCrq3fE-2D2FEkIqycg9M293CZyCufCLxRpBoRL9cdB-2D2Bd3w3-2D2BbP-2D2BJGTxkzNV4zKpGrq2MzbEOyeuOfk4fNQ5ghSrX7Q-2D2FN6-2D2FIu-2D2Btc2w-2D3D-2D3D&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oN6YR5pTCMPEGS_p1FFpbvaqos7UrZtuOoQsTDbqDXc&s=ZkdQsulJ_FFrcd2x1B9MTpQLo33SeYea2kie83tVaD0&e=


Michael J. Cusic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발전을 청정 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모세스 발전소와 루이스턴 펌프식 발전소에서 완료되는 업그레이드는 미래의 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려는 우리 주의 약속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Angelo Morinello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는 

뉴욕주에서 청정 재생 에너지의 표준 제공자였습니다. 이 뉴욕주 자산의 운영 수명을 

현대화, 디지털화하고 연장하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은 미래에도 청정 재생 에너지를 

역할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옹호하는 비전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의 국가 주도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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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투자로 2019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5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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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전력청(NYPA) 소개  

뉴욕 전력청(NYPA)은 16 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 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NYPA은 뉴욕의 고전압 전력선의 약 삼분의 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000메가 와트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뉴욕주 전력 공급망에 연결하기 

위해, 이 전력선으로 주력 발전소인 나이아가라 발전소를 포함하여 뉴욕 전력청의 대형 

수력 발전소 3곳과 풍력 발전 시설에서 전력을 전송합니다. 이 전력 공급망에는 수력 

발전으로 얻는 6,200메가 와트 이상의 수력 전력과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풍력 에너지 약 

700메가 와트 또는 그 삼분의 일 이상이 포함됩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nypa.gov를 

방문하거나 트위터(Twitter) @NYPAenerg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을 팔로우하세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소개  

1956년 나이아가라 모호크 스켈코프 발전소(Niagara Mohawk's Schoellkopf Power 

Station)의 붕괴에 이어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수십 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의 25%에 

달하는 시의 과세 기반이 사라짐에 따라 연방 전력 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에서는 1957년 뉴욕주 전력청이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을 

재개발하도록 허가를 발행했습니다. 전력청은 11,700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3년 만에 

1,200만 입방 야드의 암석을 채굴하였습니다. 이 고된 노력은 1,840피트 길이, 580피트 

너비, 384피트 높이의 거대한 주요 건축물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가 1961년 첫 전력을 발생했을 때, 이는 서방 최대의 수력 

발전 시설이었으며 John F. Kennedy 대통령은 이를 "북미의 효율성과 결단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예시"라고 칭했습니다. 60년 간의 가동 이후, 2007년 새롭게 50년의 연방 

가동 허가증을 획득한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는 뉴욕 전력 인프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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