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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절감하고절감하고절감하고절감하고 환경을환경을환경을환경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태양광태양광태양광태양광 전력전력전력전력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40개의개의개의개의 학군에서학군에서학군에서학군에서 거의거의거의거의 200개의개의개의개의 학교가학교가학교가학교가 주주주주 전체에서전체에서전체에서전체에서 깨끗하고깨끗하고깨끗하고깨끗하고 지역지역지역지역 전력을전력을전력을전력을 그그그그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에사회에사회에사회에 가져다가져다가져다가져다 

주기주기주기주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등록등록등록등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깨끗한 지역의 전력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뉴욕 주에 

걸쳐 공립학교 학군들을 돕기 위한 10억 달러의 NY-Sun 사업하의 상징적인 프로그램 K-Solar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12 학교들을 위한 태양 에너지를 현실적이고 저렴한 

옵션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과 도구 및 전문 기술을 학교들에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40개의 학군의 거의 200개의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을 

했습니다.  

 

“뉴욕은 태양 에너지 산업의 국가 리더가 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전기 그리드를 현대화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학군들이 신청하기를 독려합니다.” 

 

K-Solar는 뉴욕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뉴욕 전력청(NYPA)과 뉴욕 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위원회 

(NYSERDA) 간에 진행되는 공동 협력입니다. NYPA는 그 학군들을 위해 태양 에너지에 적합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결정하도록 학교 직원과 협력하기 위해 무료 에너지 자문 서비스와 전문가들을 

모든 뉴욕 주 학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장 매력적인 태양 에너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학군과 태양광 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설치된 태양 전지 패널에서 생성된 

깨끗한 전기에서 유일한 비용으로, 학교에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학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NYPA는 학교 건물에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개발자의 자격에 대한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자격에 대한 응답 마감일은 10월 9일입니다. 모집은 NYPA 조달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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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7월에 NYPA와 주 교육부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학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주 전역의 학교 교육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24개의 카운티에 걸쳐 40개 학군의 

200여개의 학교가 등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학군의 현재 위치는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NYPA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 Gil C. Quiniones는 “새로운 K-Solar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는 

전문가와 무료로 그들의 구역에서 태양 에너지 설치를 현실화 하는 완전한 전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NYSERDA는 시설의 전체 비용을 낮춰줄 NY-Sun 사업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주 교육부는 태양 

에너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할 것입니다. 

 

NYSERDA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 John B. Rhodes는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학군들이 깨끗하고 

저렴한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 태양 에너지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

Solar와 NY-Sun 사업을 통해 학군은 비용을 절감하고 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 깨끗하고 더 

저렴하고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교육 위원 John B. King, Jr.는 “K-Solar는 뉴욕 주 전역의 공립학교 그들의 전력 수요의 일부에 대한 

태양 광 발전을 활용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구상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 덕분에, 태양 에너지 전력은 뉴욕 주에서 증가하는 발판을 얻고 있으며, 이는 K-

Solar에서 더 많은 증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Solar와 함께, 뉴욕은 미래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리더이자 선도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혁신적인 시장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을 더 융통성 있고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다이내믹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민,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뉴욕에서의 기업 업무 수행 방식은 더욱 시장 중심적이고 

분산적인 방법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뉴요커들을 위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솔루션을 진행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은 더 친환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주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 부회장 David Sandbank은 “Cuomo 주지사가 도입한 K-Solar 사업은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뉴욕 

주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학교 건물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주의 에너지 

다양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 인력에 영감을 주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연 자원 방위위원회에서 동부 에너지의 이사 Jackson Morris는 “태양 전력은 뉴욕의 학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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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많은 돈을 에너지 대신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금융 

혜택 외에도, 태양 에너지로의 이동은 아이들에게 기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빛이 바뀔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태양으로 우리 지역 사회와 

아이들에게 힘을 싣고 그것이 미래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ouverneur 교육구 교육감 Lauren F. French는 “우리는 K-Sola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전기 요금과 깨끗한 공기 무 탄소 전기를 

생성하는 태양의 사용을 모으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우선 순위에 정면으로 적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aconic Hills 중앙 교육구 교육감 Dr. Neil Howard, Jr.는 “뉴욕 주는 K-Solar 프로그램의 기동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군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며 청정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태양 에너지 전력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Solar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nypa.gov/K-Solar/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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