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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적정 주거 세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발표  

   

3천만 달러 Retrofit NY 프로그램 중 2차로 5백만 달러 제공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테크놀로지에 능한 인력을 기르고 비용-효과적인 
복제 가능 솔루션을 추진할 것을 기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3천만 달러 RetrofitNY 프로그램 하에서 제2차 시범 

프로젝트로 5백만 달러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세대 적정 주택에서 

배출되는 배기량을 크게 낮추며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은,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테크놀로지에 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뉴욕주의 성장하는 그린 경제의 

일환으로서 비용-효과적인 복제 가능한 솔류션을 추진하도록 기대되는 테크놀로지 

기반 건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건물 개조 현대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 리더십 및 커뮤니티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기후법)에 제시된 대로,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85 퍼센트 감소하기 위한 

뉴욕주의 국가 선도적인 목표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주 전체적으로 유해 가스 배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건물 보수 업계를 변화시키는 이 전체적인 접근은 뉴욕주의 

건물이 모든 주민을 위해 더 깨끗하고, 더 환경 친화적이고, 더 건강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지원과 건축 및 제조 과정을 통해, 뉴욕은 

청정 에너지 활용의 리더로서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레트로핏NY(RetrofitNY) 기금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 당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운영하며, 최대 

7층의 적정 주택 건물의 유자격 소유주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2년 

이내에 지붕, 창문, 난방 교체에서 대규모 개조를 계획하는 건물주를 돕습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주들은 설계 인센티브로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 적격성 여부는 건물 개조 작업 범위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유주들은, 모든 

전기, 건물을 탄소 중립 실현에 다가가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증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금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주거 세대 당 4만 달러, 건물 당 160만 



달러 한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 자금 지원은 규제 주거 당국, 은행 

융자, 일상적 개조에 사용되는 세금 혜택 등 다른 출처의 자금 지원 간의 간극을 

이어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것을 통해 건물주들이 장래에 완전한 탄소 중립 개조에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고성능 및 저탄소 솔루션을 달성하는 개조 작업을 추진하도록 

돕습니다.  

  

NYSERDA 회장 및 CEO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0만 동 이상의 건물이 뉴욕주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50년간 

에너지 개보수를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려면,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건물 배출량을 줄이면서 입주자 편의를 증진하는 

전체 건물 개조를 위해 복제가능한 과정을 만들 수 있는 탄소 중립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물주들이 평범한 개조를 넘어서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건물 전체 에너지 개조 공사는 건물 외관 

업그레이드 시 현장 밖에서 제조된 패널 방식의 외관 시스템 사용, 건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기타 건물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계식 시스템을 에너지 회수 

환기 등 효율적인 난방, 냉방, 온수용 전기 전용 난방 펌프 방식 시스템 및 솔라 PV 

시스템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etrofitNY를 통한 건물 전체 에너지 개조 공사의 이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장 외부에서 제조된 건축 자재 사용으로 현장 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개조 중 입주자 재배치를 최소화  

• 유틸리비 비용 및 기타 건물 운영 비용 감소  

• 정전 시 건물 회복력 향상  

• 전기화와 향상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 향상  

• 외부 소음 침투 감소  

• 건물 외관의 심미성 향상  

• 건축 관련 지방 법규 준수.  

  

Brian Kavanagh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에서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온실 가스 배출 제거를 향한 

우리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의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데 

진지하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과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투자를 더욱 대규모로 

해야 하지만, RetrofitNY 프로그램은 맞는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뉴욕이 지속가능한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Kathy Hochul 

주지사, NYSERDA의 Richard Kauffman 의장, NYSERDA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Kevin Park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trofitNY 프로그램은 취약한 커뮤니티들을 

우선시 하기 위하여 우리 역할을 다하도록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저렴한 

주택 주민들에게 자산이 되며, 뉴욕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거듭할 때, 이 프로젝트가 

확장되기를 고대합니다."  

  

Steven Cymbr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trofitNY는 저렴한 주택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로 혜택을 보는 동시에, 우리 주를 위해 비용을 절약하고 온실 

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우리 목표를 지원하는, 윈-윈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요한 계획 

2차로 진행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Michael Cusic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및 기후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전체 온실 가스 배출의 큰 

부분인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인프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며, 우리의 에너지 및 기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기회에 관심 있는 건물주들은 먼저 NYSERDA와 파트너로 유자격 대상 이되어야 

합니다. 유자격 솔루션 제공업체는 시범 작업 빌딩에서 전체 전기 건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설계, 제공, 설치 하기 위해 유자격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NYSERDA가 건물주들을 도와 솔루션 제공업체와 연결해 주면, 차액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시범 작업은 설계를 최종화 하기 위하여 4개월에서 

6개월의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시범 프로젝트들은 선착순으로 선정 및 기금 지원되며, 

잔여 기회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또는 기금 소진 시까지 개방됩니다. 지원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설명회 웨비나는 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월 19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RetrofitNY의 1차 시범 프로젝트는 2018년에 수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소외된 

커뮤니티들에게 불공평하게 타격을 준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차세대 

조립식 제작 및 건물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리세보로 커뮤니티 파트너십(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의 카사 

파시바(Casa Pasiva)는 브룩클린의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100퍼센트 적정 주택 

프로젝트로 올해 말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실내 공기 질과 건강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건물 에너지를 60-80퍼센트 줄이게 됩니다. 뉴욕주는 미국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이 선진 건물 건축 계획(Advanced Building 

Construction Initiative)을 통해 지원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 노력과 함께, 다른 주들과 

협업을 통해 건물 전체 에너지 개조 공사의 지역 및 국가적 시장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진 건물 건축 계획은 냉난방 환기 시스템(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을 지원하고 Retrofit NY 프로그램이 직접 안내하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에 다수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건물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이며, 기존 건물에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 조치를 통합하면 탄소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편안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ortal.nyserda.ny.gov%2FCORE_Solicitation_Detail_Page%3FSolicitationId%3Da0rt000001Abhwb&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a08942e62b24d4d1bc308d9a478632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923613214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2BAyqI%2BJH6wNMg9E%2B2IvrO50JuxEy%2F2rZ%2BWWiuYPjxo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ortal.nyserda.ny.gov%2FCORE_Solicitation_Detail_Page%3FSolicitationId%3Da0rt000001CcySP&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a08942e62b24d4d1bc308d9a478632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923613214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ns3veNt4HnhDppjoEUWQTHFhZXZOy6izUpG%2BSFK9d%2B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ortal.nyserda.ny.gov%2FCORE_Solicitation_Detail_Page%3FSolicitationId%3Da0rt000001CcibmAAB&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a08942e62b24d4d1bc308d9a478632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923614209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1bubzjQe3qjmZd7wNGGcB1%2F7LmITaMWnJ9vSHzNAn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ortal.nyserda.ny.gov%2FCORE_Solicitation_Detail_Page%3FSolicitationId%3Da0rt000001PzGbx&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a08942e62b24d4d1bc308d9a478632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923614209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am%2BXz21k3Sl0%2FBrMg%2Fi0N4opWa43x1OyXv7vuGAdo%2F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yserdany.webex.com%2Fnyserdany%2Fonstage%2Fg.php%3FMTID%3De1e422f76d634ce3d4522deae86bc8536&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a08942e62b24d4d1bc308d9a478632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923615205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WYvX1PWaFUjrupnOevwZi0gkO83Bu1GVVoXc8MOZV4%3D&reserved=0


건물을 무탄소화하는 데 68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탄소 관련 혜택에 덧붙여, 2025년까지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185 TBtu 절감하는 야심찬 에너지 효율 목표를 

뉴욕주가 달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NYSERDA의 60억 달러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을 통해 

지원됩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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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역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21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2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합산 이러한 투자는 2015이후 뉴욕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2011년 이후 태양열 부문에서 2,100 

퍼센트 성장, 2035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9,000 메가와트 개발 약속을 지원합니다. 

뉴욕은 기후법에 따라,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 

가스 배출을 85퍼센트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이 40퍼센트를 목표로, 

최소 35 퍼센트가 소외된 커뮤니티에게 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NYSERDA 소개  

공익 법인인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돈을 

절약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돕기 위해 

객관적 정보 및 분석, 혁신적 프로그램, 기술 전문 지식 및 자금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전문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75년 이래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뉴욕주의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NYSERDA의 프로그램과 

자금조성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serda.ny.gov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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