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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력망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드는 뉴욕-

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 혁신 도전의 수상자를 발표  

  

뉴욕주 전력청, 주 전역의 전력망의 안전을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기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송선을 모니터링 하는 데 텔아비브 소재 업체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협력  

  

디지털 기반 에너지 자산 이용에 관한 혁신기술을 사용하려는 뉴욕, 글로벌 

전기사업체과 선진기술 공유  

  

2022년에 시작될 두 차례의 국제 에너지 기술 경쟁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뉴욕-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 혁신 도전의 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 안건에서 뉴욕주가 전진하도록 도움으로써,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려는 뉴욕주가 이스라엘 업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백만 달러 

가치를 지니는 경쟁력 있는 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주 

유틸리티 업체인 뉴욕주 전력청(NYPA)을 대신해 발표했는데, 텔아비브 소재 프리즈마 

포토닉스(Prisma Photonics)를 수상자로 확인했습니다. 프리즈마는 주 전역에 청정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송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력망의 안전, 보안 및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간 전송선 문제 발견시스템(real-time transmission line issue 

detection syste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의 임시 회장이자 CEO인 Justin 

E. Driscoll과 이스라엘 총영사인 Asaf Zamir가 금일 수상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만났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기술 센터 중 두 곳인 

뉴욕과 이스라엘이 글로벌 전기산업은 물론 양 당사자에게 편익을 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이스라엘은 회복력 있고, 재생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 스마트 에너지 도전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휴를 통해, 뛰어난 이스라엘 업체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속히 에너지 인프라를 최적화할 가능성을 가진 기술을 추구하고 있으며,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2%2FJustin_Driscoll_Meets_Israeli_Consul_General_Asaf_Zamir.pdf__%3B!!MQuuhw!ihDi3myoYOzD81oFrEsmMf37GV0GgmDPEkMWwmCKltYq1KAiq-VwBO6XaqhbE-TcKpA%24&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b49ac9fbbf644a811b7308d9bf35ee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106229885427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0LksZB%2BszEkLYv12p1u6HDivZGKA%2B6WTOj9537ffJp8%3D&reserved=0


나아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주 전역에 전송하도록 하는 첨단 전력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관의 Asaf Zamir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에 큰 이득을 주며, 관계를 실제로 현대화하는 이스라엘과 뉴욕 사이의 첨단 

협력을 낳는 이처럼 오래되고 강한 우정을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및 이 대단한 연례 에너지기술 경쟁의 지속 아래 이루어지는 이번 협력은, 우리가 

세계를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것처럼, 뉴욕과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전송선에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찾아내는 데 

광섬유센서와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금일, 이 상을 신청하는 

새로운 에너지 혁신가 및 뉴욕이 창의적 에너지 해결책을 지닌, 혁신적인 이스라엘 

에너지 기술 기업과 계속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데 필요한 2022년용 스마트 에너지 

경쟁을 위해, 두 번째로 1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상을 포함하여, 채권판매 및 대부분 

전기판매로 얻은 수입을 통하여, 운영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도전의 수상자  

  

물질적 인프라용 해결책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공급하는 업체인 텔아비브 소재 프리즈마 

포토닉스는 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 협회(Israel Smart Energy Association, ISEA)와 

NYPA가 합동하여 조직한, 새로운 시설 관련 기술을 위한 경쟁을 통하여 2021년 도전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NYPA와 프리즈마 포토닉스는 NYPA의 전송선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설치된 프리즈마 포토닉스의 센서가 없는 전력망 모니터링 

플랫폼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할 것입니다. 이들 

개선에는 신규 인공지능 기반 탐지 알고리즘의 통합과 실시간 행사 고지 및 당국의 기타 

운영자료를 제공하는 계기판의 통합이 포함됩니다.  

  

NYPA 임시 회장이자 CEO인 Justin E. Drisco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스마트 기술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업체와의 이전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중요한 혜택을 깨달았으며, 이 최근의 모험이 우리의 전력시스템 

유지에 도움이 되는 탐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협력을 통해 에너지산업에서 최상의 실례를 전진시키고, 전 세계의 전송시스템에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협력으로 지원되는 기술은 우리의 기존 전송 자산 센서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비싼 문제, 전력 

흐름 모니터링하기 및 시스템 기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고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ISEA와 함께 뉴욕주 전력청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송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에 본부를 둔 업체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NYPA-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쟁은 전기 시설 운영이라는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는 시범 실증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확대하려는 뉴욕의 공익 기업체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에너지 효율성 및 청정 에너지 발생 전문가를 보유한 이스라엘 업체로부터의 

제안을 청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에너지 혁신 도전(Smart Energy Innovation 

Challenge)은 금일 NYPA가 전력망 신뢰성, 저장, 지속가능성 및 저렴성에서 중요한 

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혁신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이와 유사한 

백만 달러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모두는 납세자, 기업체, 환경 모두에 

혜택을 줍니다.  

  

NYPA-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 이노베이션 허브(Israel Smart Energy Innovation 

Hub)의 책임자인 Doron Gov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가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대규모 전기 기업체에서 상업용 사용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간에 혜택을 줍니다. 이 도전은 전력망의 신뢰성, 복구력, 지속가능성 

및 저렴성에서 중요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프리즈마 포토닉스 해결책의 시범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프리즈마 포토닉스 / NYPA 협력은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기후법)을 

지원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변화프로그램을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상태의 경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약속이 됩니다. 주에서 주도적인 전송 

개발자이자 일련의 전략적 투자의 일부로서, NYPA는 전송 포트폴리오를 시스템 기획, 

수익 및 저렴하고, 청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기의 공급을 책임지고 생산하려는 폭넓은 

주정부의 목표 간에 균형을 잡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승한 제출자로서, 프리즈마 포토닉스는 NYPA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물론,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송을 지원하는 큰 기업체인 NYPA와 협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업체의 기술은 기존 광섬유를 사용하여 공공기물파괴, 기어오르기, 타워충격, 손상된 

송전선 등을 탐지하여, 매일 24시간 전력망을 따라 전송 네트워크의 기능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해당 NYPA 운영센터로 즉시 보내지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쇼하리 카운티에서 NYPA의 블레넘-길보아 펌프트 스토리지 

파워 프로젝트(Blenheim-Gilboa Pumped Storage Power Project) 인근에서 시작됩니다.  

  

NYPA는이 회사 센서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2020년 12월에 시범 프로젝트에서 이미 

프리즈마 포토닉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기반을 두고서, 프리즈마는 이전에 

입증된 섬유 센서에 기반을 둔 기술을 사용한 전송탑에 대한 공격을 인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18개월짜리 실시간 탐지 및 고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공개 

경쟁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프리즈마 포토닉스는 이 도전 파트너십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프리즈마 포토닉스의 CEO인 Dr. Eran Inb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전의 

우승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이는 NYPA와 뉴욕주로부터 받은 실제 신뢰이며, 

저희는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대를 설정하도록 선구하는 데 참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미 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장관은 또 다른 

이스라엘 업체가 NYPA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프리즈마 포토닉스는 

스마트 모니터링 해법에서 선구자입니다. NYPA와의 협력 아래, 프리즈마의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센서가 없는 전력망 모니터링 플랫폼이, 이 공익사업 영역에서 

가장 유망한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는NYPA, 

뉴욕 및 이스라엘 업체 간에 추가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2년 경쟁  

  

2022년에 스마트 에너지 혁신 도전이 1월에 열립니다. 이 경쟁의 초점은 전지자동차 

충전, 전력망 시스템의 신뢰성, 에너지 저장, 건물/캠퍼스 에너지 관리, 자료 분석,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수요 유동성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이 도전 및 제출 서류, 마감기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1월에 NYPA의 스마트 

에너지 혁신 도전웹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웨비나가 또한 1월에 개최됩니다.  

  

기타 파트너십으로, NYPA는 물질적 및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스라엘 업체인 mPrest, Brenmiller 에너지 및 SIGA OT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컨트롤 시스템에서 주요 제공업체인 mPrest는NYPA가 NYPA의 주 전역의 

전력망 프로젝트 및 전송 자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발자인 Brenmiller 뉴욕주립대 

캠퍼스에 일단 저장된 에너지의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 에너지 저장과 

결합된 열 및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NYPA와 협력했습니다. SIGA 

OT는 신뢰를 향상시키고 신뢰성, 안전 및 전력망의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스로부터 센서 및 분석권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국가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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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02개에 대한 3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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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거의 158,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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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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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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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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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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스마트 에너지협회)에 관하여  

ISEA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현지 혁신 산업 개발 및 스마트 에너지 해법의 개발과 채용 

양면의, 스마트 에너지 영역에서 주요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 협회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스마트 에너지 채택과 기타 혁신적인 해법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업체들과 전 세계의 주요 업체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ISEA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식을 구축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nergyCom, ISEA가 관리하는 이스라엘 에너지 혁신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글로벌 및 현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isea.org.il www.energycom.org.il를 방문하시고, Meetup, Facebook 

및 LinkedIn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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