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마트 가로등 뉴욕 프로그램(SMART STREET LIGHTING NY 

PROGRAM)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750만 달러 지원금 이용 가능함 발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일환으로 지차제에 추가 스마트(SMART) 기능을 지원하여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예정  

  

시러큐스시는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기술을 시험하는 첫 대형 지자체가 될 예정 

  

스마트 가로등 뉴욕(Smart Street Lighting NY)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지자체들이 7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사용하여 주지사의 스마트 가로등 뉴욕(Smart Street Lighting NY) 프로그램의 일환인 새 

스마트(SMART) LED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SMART) LED 

가로등에는 인터넷 연결성 및 기타 디지털 관련 개선점이 장착되며 이로써 지자체들은 

인터넷 연결성, 교통, 공공 보건, 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뉴욕(Smart Street Lighting NY)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적극적으로 범경제적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주도하는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는 주지사의 종합적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탄력성 있으며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뉴욕의 국가 주도적 목표를 

충족하는 전략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 가로등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가시성을 높여 공공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맞서고 더욱 

깨끗한 뉴욕을 만들겠다는 주정부의 적극적 계획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지방 정부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세금 부담을 낮게 유지하면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전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지원금으로 지자체는 혁신적 

https://youtu.be/ZLtiqP8J3jE
https://protect2.fireeye.com/url?k=d0606cd0-8c58cbb2-d06295e5-000babd9f75c-98ef792e908a07ae&u=https://www.nypa.gov/services/customer-energy-solutions/smart-street-lighting-ny


 

 

기술을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 및 안전성 요구를 잘 처리하고 에너지를 줄이며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전력청 이사회(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 of Trustees)에서 지원금 

75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뉴욕 전력청(NYPA) 파트너십의 일환인 

지원금을 최대 500,000달러까지 신청하여 스마트(SMART) LED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버니,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용커스 등 뉴욕시 밖의 대형 도시는 

250만 달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지자체용으로는 5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수여금은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제안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에서 뉴욕주의 “플래그십 스마트 시티(Flagship Smart City)”로 

지정한 시러큐스시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혁신적 신기술 가로등을 시험하는 대형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시러큐스는 기존 가로등에서 와이파이, 4G, 5G 인터넷 연결성을 

확장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 전력청(NYPA) 지원금 

500,000달러로 기타 범도시적 디지털 서비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러큐스는 750만 

달러 규모의 주 전역 프로그램에서 처음 지원금을 받는 도시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뉴욕(Smart Street Lighting NY)으로 주 전역에서는 2025년까지 최소 

500,000개의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 LED 기술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로등 

업그레이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의 수준에서 40퍼센트 줄이려는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전력청(Power Authority)은 뉴욕주 전역의 도시, 타운, 마을 및 카운티와 협력하여 고객이 

가로등을 LED 기술 로 교체하는 작업을 온전히 관리 및 이행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LED 에너지 사용으로 절감한 비용을 뉴욕 전력청(NYPA)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용 자금을 선불로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19년 시정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러큐스시와 센트럴 뉴욕에서 경제 성장 

및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입니다. 해당 계획은 시러큐스시가 기술 인프라 및 

공공,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로 기술, 교육, 인력 훈련 개발, 주택, 인프라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새 경제 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번영하고 주변 지역을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뉴욕(Smart Street Lighting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발전된 가로등으로 바꾸도록 도우며 에너지 부문의 선도회사로서 뉴욕 

https://protect2.fireeye.com/url?k=08b5114e-548db62c-08b7e87b-000babd9f75c-4c74c24d6c34754d&u=https://protect2.fireeye.com/url?k=da764d00-86534163-da74b435-0cc47aa88e08-3f2949c3ec0768c4&u=https://www.nypa.gov/services/customer-energy-solutions/smart-street-lighting-ny


 

 

전력청(NYPA)의 명성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이미 우리 

지역망에 수많은 추가 조명기구와 새 LED 가로등 수천 개를 설치했습니다.”  

  

상원 에너지 및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Kevin S. Park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계획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계획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우리 거리에 스마트(SMART) LED 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웨스턴 뉴욕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이 미래의 도전에 맞서게 하는 앞선 

생각에서 오는 커다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놓인 이 목표가 

혁신적 생각과 필요한 지원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하원 에너지 위원회(Assembly Energy Committee)의 Michael Cusick 하원의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청정 경제를 계속해서 주도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은 우리 

목표 달성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방 정부는 돈을 아끼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하고 더욱 안전하며 환한 골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Ben Walsh 시러큐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NYPA)의 지원으로 시러큐스 스마트 시티 계획(Smart City initiative)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뉴욕주가 미국 기술 및 청정 에너지의 중심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등과 기술 업그레이드는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의 첫 번째 

주요 단계입니다. 이는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에서 새 경제 투자와 인근 활성화를 

만드는 종합적 계획입니다. 주지사님의 에너지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국가를 주도하는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로, 뉴욕주, 인력, 환경 정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 조치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가 만든 전략에 맞게 뉴욕주가 적극적으로 범경제 탄소 

중립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청정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법적으로 통과되면 뉴욕은 2040년까지 100퍼센트 깨끗하고 탄소가 없는 

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제안된 의무 조항은 뉴욕의 성공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2030년까지 70퍼센트의 재생 가능 전력 생산하기로 크게 올린 것입니다. 

전례 없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치 증가의 일환으로 뉴욕은 이미 주 전역 대형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46개에 2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뉴욕 육상풍 

에너지 9,000메가와트로 네 배 늘리기, 2025년까지 태양 전지 에너지 6,000메가와트로 

두 배 늘리기,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3,000메가와트 배치하기 등 청정 에너지 목표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뉴욕 그린 뱅크(NY Green Bank)는 이렇게 열의가 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격차를 극복하는 전문 지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 3자 모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아 뉴욕과 나머지 북미 전역에서 기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확장하고 대중의 각 돈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더욱 크게 키울 것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 

주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에 

기반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성 등과 같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좀 더 깨끗하고 더욱 복원력을 갖춘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REV)으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태양광 시장 성장률을 약 1,500퍼센트 달성하여 저소득층 고객 165만 명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제조, 엔지니어링, 기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150,0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하여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rev.ny.gov를 

방문하시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등에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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