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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에 설치된 4기가와트의 분산 태양광과 맨해튼에서 가장 큰 단일 

옥상 태양열 어레이 발표   

   

710,000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 전역의 분산 태양광 프로젝트  

  

 미국 기후 동맹 회원, 뉴욕주 기후 주간 동안 다중 국가 기후 행동을 축하하기 위해 
Javits Center에 모임   

   

2025년까지 6기가와트의 태양광 목표를 초과하고 2030년까지 10기가와트로 가는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뉴욕주   

  

태양광 어레이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기후 주간의 일환으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710,000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4기가와트의 분산 태양열(지역사회, 주거, 소규모 상업 및 산업 

프로젝트)이 주 전역에 설치되었다고 발표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광 시장 중 

하나를 성장시키는 뉴욕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NY-Sun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래, 뉴욕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주 전역에서 거의 2,900% 증가하면서 70% 

감소했으며 민간 투자로 64억 달러를 창출하고 주 전역에서 1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발 중이며 상업적 운영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프로젝트와 결합해 오늘날의 이정표를 달성하면 뉴욕은 2025년까지 6기가와트의 분산 

태양광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10기가와트로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 리더들과 함께 

Javits Center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맨해튼에서 가장 큰 단일 옥상 

태양 전지판 설치의 진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설치 개요에 대한 비디오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타임랩스 비디오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허차히 귀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은 뉴욕의 경제를 과장하는 

동시에 모든 뉴욕 시민에게 공평하고 건강한 미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사회 및 업계 모두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 전역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더 많은 가족과 기업이 앞으로 몇년 동안 깨끗하고 저렴한 태양광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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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Javits Center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Javits Center는 현재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딸린 맨하탄에서 

가장 큰 단일 지붕 태양 전지 어레이의 본거지이며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다른 도시 상업 건물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이 주 전역에 걸쳐 분산형 태양광 설비를 3-4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로 발전시킨 

것은 지금까지 가장 빠른 전력(기가와트) 증가였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오는 주정부의 생산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1,200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217,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새로운 분산 태양광의 

대부분은 15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용한 2억 8,9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NY-

Sun 인센티브로 지원되었습니다.   

   

Javits Center의 녹색 지붕에 있는 1,400개의 태양광 패널은 지역 야생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며 3.5메가와트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Javits Center, New York Power Authority(NYPA) 및 Siemens Industry, Inc. 간의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큰 단일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이며 

맨해튼에서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중 하나를 포함할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의 완료는 팬데믹이 정점을 찍은 후 Javits Center에서 진행된 이벤트 

활동이 다시 증가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 시기에 이 센터는 1,100명의 뉴욕 시민을 

치료한 등급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뉴욕 시민들에게 

646,000개 이상의 백신을 배포한 미국 내 가장 큰 백신 접종 사이트였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Javits Center의 120만 평방 피트 확장 공사가 완료되고 이벤트 

운영이 재개된 직후 Javits North로 알려진 확장 시설에서 40개의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49개의 이벤트가 예약되어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하는 등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 갈라쇼 및 모금 행사에서 무역 박람회 및 컨벤션에 

이르기까지 이벤트 활동의 증가는 Javits Center의 주요 확장뿐만 아니라 LaGuardia 

Airport 및 Moynihan Train Hall의 최근 변화를 포함하여 이 지역 전역의 상당한 인프라 

투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Javits Center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최대 

39,000개의 회사를 유치하고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주 전역에서 

직, 간접적으로 최대 1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번가와 12번가 

사이의 웨스트 34번가에서 웨스트 40번가까지 확장된 Javits Center는 

200,000평방피트 이상의 새로운 회의 및 사전 기능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The Overview, 54,000평방피트의 특별 이벤트 공간, 유리로 둘러싸인 옥상 파빌리온과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1에이커의 옥상 농장과 온실도 

건설되어 컨벤션 센터 손님들에게 루프 테이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옥상 이벤트 공간 

아래에는 한 번에 최대 200대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트럭 마샬링 

시설이 있어 교통 안전을 개선하면서 인근 혼잡과 오염을 줄입니다. 모든 공간은 조명 

설비, 냉난방 시스템, 무선 연결 등의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공사는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 의해 LEED Gold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기후 행동 위원회 공동 의장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성공적인 NY-Sun 이니셔티브 

덕분에 뉴욕은 이미 전국 최고의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으로 자리 매김했으며, 이는 현재 

예정보다 앞서 2025 태양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되살리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가와트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NYSERDA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모든 뉴욕 시민의 전기 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이 이정표를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전력청 임시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ustin E.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는 것은 주정부의 야심 찬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Javits Center의 포괄적인 옥상 태양광 시스템은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 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배출이 없는 뉴욕의 전시품이 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배터리가 배치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 프로젝트는 전기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 사용할 추가 에너지를 저장하여 전기 그리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Javits Center의 최고경영자인 Alan Ste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avits Center 

꼭대기에 옥상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여정의 다음 주요 단계이며, 

Hochul 주지사, NYPA 및 Siemens와 협력하여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에 이 놀랍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1에이커의 농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옥상은 뉴욕주에서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르며 기후 주간 NYC 기간 동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건물을 탐험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주 공공 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높은 

평가를 받은 NY-Sun 이니셔티브는 뉴욕에서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주창한 이 프로그램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높은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뉴욕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의 성공은 주로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솔라는 선불 비용이나 참가비 없이 종종 자신의 소유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뉴욕 

소비자들에게 태양광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올해 초 Hochul 주지사는 뉴욕이 200,000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1이상의 기가와트가 설치된 미국 최고의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이 되어 향후 몇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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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뉴욕 시민에게 깨끗한 저렴한 태양광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주정부의 NY-Sun 이니셔티브는 롱 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및 수도권이 가장 많이 

설치된 태양광을 보유한 뉴욕의 모든 카운티에 걸쳐 166,088개의 뉴욕주택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5%에 대한 기후법의 

의무 조항과 소외된 지역사회로 향하는 청정 에너지 혜택의 40%의 목표에 따라 

NYSERDA는 1,600 메가와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 지분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280,000 가정, 저소득층(LMI) 가구, 저렴한 주택 및 소외된 

환경 정의 공동체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설치된 4기가와트 분산형 태양광 패널 이외에도 NY-Sun 인센티브에 

포함되었으며 주 전역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추가로 3.2기가와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60,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추가로 5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향후 2~3년 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뉴욕주는 주의 6기가와트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6기가와트의 주정부의 태양광 목표를 달성하면 민간 

투자로 약 54억, 주 전역의 에너지 절약으로 연간 최대 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전역에 분산형 태양광이 신속하게 배치되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태양광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방 투자 세액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또한 NYSERDA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됩니다. 85개 이상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열 프로젝트와 활발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총 7기가와트의 추가 태양광 발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완료되면 

거의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뉴욕주에 

75억 달러를 투자하고, 개발,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에서 9,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Kevin S. Park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전역에 4GW의 분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는 적시에 사람들을 위해 청정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분산형 태양광은 인프라 투자를 피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력 그리드에 긍정적인 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CLCPA를 

공평하게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태양 

이정표에 기여하고 2025년까지 분산 태양 6GW라는 CLCPA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Javits 프로젝트와 같은 평등한 녹색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NYPA의 

특별한 지위를 사용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뉴욕주에 설치된 

4,000메가와트의 분산형 태양광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한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성과에 대한 오늘의 발표는 Javits 센터에 맨해튼에서 가장 큰 옥상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3A*2F*2Fwww.nyserda.ny.gov*2FAbout*2FNewsroom*2F2022-Announcements*2F2022-03-22-Governor-Hochul-Announces-NY-as-Top-Community-Solar-Market-in-the-U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5f9c6dd449b436bf00708da9be5704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370698722281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h%2FfED1lNaJDw7b%2Ftr%2Bq4%2FkUk7cPwQz41Au8FAOrXz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3A*2F*2Fwww.nyserda.ny.gov*2FAll-Programs*2FPrograms*2FClean-Energy-Standard*2FRenewable-Generators-and-Developers*2FRES-Tier-One-Eligibility*2FSolicitations-for-Long-term-Contrac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5f9c6dd449b436bf00708da9be5704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370698722281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woNzsB3GIk6AqSXs9amhxFJ4f2DjXE0CGqSjAswyT8%3D&reserved=0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더욱 강조됩니다. Hochul 주지사, 

NYSERDA, NYPA 및 Javits Center가 기후 주간 동안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    

  

커뮤니티 솔라 액세스 연합(Coalition for Community Solar Access) 부사장인 Matt 

Hargart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지역 사회 태양열 배치에 대한 비전, 리더십 

및 행동을 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CCSA는 Hochul 주지사부터 NYSERDA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기후 이정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Empire State에서 전시된 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심 찬 분산형 태양광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국가의 나머지 주를 위한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뉴욕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New York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의 Zack 

Dufresn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뉴욕의 

대담한 투자가 빠르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욕이 설치된 분산 태양광의 

4GW를 달성한 것은 미국 최고의 NY-Sun 프로그램의 성공과 시장의 확실성이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NYSEIA와 그 회원사들은 10GW 

태양광 배치 및 CLCPA 지분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Hochul 주지사, NYSERDA, 공공 서비스 위원회 및 주 의회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력 그리드 혜택을 제공하고, 전송 비용을 피함으로써 분산 태양광 산업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정 에너지 연합(Alliance for Clean Energy) 뉴욕 지부 Anne Reynold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이 멋진 이정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정 에너지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NY-Sun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해진 

이러한 진전은 10GW 목표로 가는 길을 앞당겨 줍니다. 저소득층 뉴욕 시민에게 

태양광을 배치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확장된 태양광(Expanded Solar 

for All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이정표를 축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VoteSolar Northeast 지부장인 Elena Weissma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번창하는 태양광 산업의 본거지이자 태양광 정책을 주도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10GW 및 청정한 그리드를 진행해 나감에 따라 Vote 

Solar는 파트너와 회원사와 함께 이러한 이정표를 달성한 것을 기념합니다. 새로운 연방 

기금이 태양광 확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줌에 따라 뉴욕은 민주적이고 탄력적인 

그리드를 확보하는 선두 주자가 되어야합니다. 획기적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의 형평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주도 태양광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에너지 및 경제적 정의를 위한 

도구로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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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에 대한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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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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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