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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해양 풍력에 국가 최고 수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2022년 뉴욕의 세 번째 해양 풍력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통해 기존 주 전역에 걸친 12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영향, 6,800개의 고임금 

친환경 일자리, 거의 3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4.3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생성을 능가하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해안 풍력의 중심지로서 뉴욕의 입지 확보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주정부 시정의 일환으로 뉴욕의 재생 에너지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최고 수준의 5억 달러 규모 해양 풍력 투자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해안 풍력 제조업 및 공급망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수천 개의 고임금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뉴욕은 해안 풍력 에너지 

생산에서 미국을 선도하며 뉴욕 주민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 에너지 

미래에 동력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 해안 풍력 및 재생 에너지에 있어 

미국을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 및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안 풍력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해안 풍력 계획은 6,800개 이상의 고임금 직접 고용 일자리, 주 전역에 

걸친 총 12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영향, 4.3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뉴욕 내 3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2035년 뉴욕 목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해안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뉴욕의 국가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다음을 시행할 것입니다.  

  

• 핵심 해안 풍력 인프라에 5억 달러 규모 투자: 뉴욕은 해안 풍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항구, 제조업, 공급망 인프라에 최대 5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2,000여 

개의 고임금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뉴욕이 동부 해안을 

따라 가장 강력한 해안 풍력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뉴욕은 



해안 상하부에 위치한 여타 프로젝트를 위한 해안 풍력 공급망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소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최소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충분하며 새로운 해안 풍력 에너지를 조달: NYSERDA는 2022년 다음 해안 풍력 

조달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최소 2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이를 통해 주 전역에 걸쳐 총 450만 가구 이상에 해안 풍력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NYSERDA는 이 조달과 5억 달러의 해안 풍력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여 뉴욕을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 4백만 뉴욕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미래의 해안 풍력 송신망 계획 착수: 

지상 및 해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6기가와트의 해안 풍력 

에너지를 뉴욕시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해안 풍력 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해 주 

정부 기관은 전략적 해안 풍력 케이블 통로를 식별하고 그리드 상호 연결의 핵심 

포인트에 접근하기 위한 뉴욕주 케이블 통로 연구(Cable Corridor Study)를 수행할 

것입니다.  

• 해안 풍력 마스터플랜(Offshore Wind Master Plan) 2.0 개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뉴욕 해안 풍력 마스터플랜의 성공을 기반으로, NYSERDA에서는 해안 

풍력 개발의 다음 개척지를 드러낼 새로운 마스터플랜 2.0:딥워터(Deep Water)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담하고 새로운 조치와 함께 2022년 초, 뉴욕주는 주 최초의 해안 풍력 

프로젝트, 사우스포크 풍력 발전단지(South Fork Wind Farm)의 건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7b3c9dbc41243aa8c1708d9d0843e0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0888019300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0ghU1owN8kfpWVgCuENNirrQq2%2FHKfWyDSeKicNVENw%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CF3C84188BE97E54852587C1006C00B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7b3c9dbc41243aa8c1708d9d0843e0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0888019300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9k8Jr6SPGn1k6uyn%2FkYLnIhqe8i7QBoThnVVLkI%2B5tI%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