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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태양열 발전 산업이 1,000% 이상 성장했음을 발표  

  

태양열 산업 성장으로 2011년 이래 민간 투자 28억 달러를 활용하여 주 전역에서 일자리 

12,000개 창출  

  

해당 발표, 공립학교 프로젝트 중 뉴욕주 최대 규모로 지원을 받은 태양열 프로젝트가 

진행된 버펄로에서 이루어져  

  

이번 태양열 사용 증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50%까지 늘리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뒷받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태양열 발전 산업이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00% 이상 증가하여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 성장에 민간 자본 

2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2030년까지 소비되는 전력량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달성하여 청정 에너지 성장 분야의 국가적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위상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뉴욕주 청정 에너지 미래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뉴욕주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례없는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태양열 발전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뉴욕주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Kathy Hochul 부지사가 버펄로의 매킨리 고등학교(McKinley High School)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표 자리에서 부지사는 현재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는 뉴욕주 교육청 태양열 프로젝트를 극찬하였습니다. 버펄로 공립학교 19곳의 

태양열 설비의 출력량은 약 3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상기 프로젝트는 18개 지역에 설치 

및 운영되며 나머지 태양열 프로젝트 중 하나를 수개월 이내에 발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시행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700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속도로 운행 차량 370대가 줄어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https://www.nyserda.ny.gov/-/media/Files/Programs/NYSun/Buffalo-School-District-Solar-Install.pdf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주가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태양열 에너지 성장률 1,000% 달성 성과는 해당 이정표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교육과 운영을 결합하며, 

뉴욕주 학교 중 최대 규모 지원을 받는 태양열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학생에게 

업계로부터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신 버펄로 공립학교에 

찬사를 보냅니다. 태양열 에너지 투자는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려는 뉴욕주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난 6년간의 뉴욕주 태양열 에너지 성장률 1,000% 이상 달성 성과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10억 달러 규모 뉴욕-썬(NY-Sun) 프로그램,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2011년 말까지 83메가와트 (8,989 태양열 프로젝트) 설비가 설치된 것과 비교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는 972.2메가와트 (78,323 태양열 프로젝트) 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량은 평균 159,000가구 이상의 

사용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발표는 뉴욕주 지역사회 전역에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의 태양열 에너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기후 변화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는 주지사의 2018년 시정 방침 제안을 뒷받침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금융 위원회(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의 Richard L. 

Kauffma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산업의 1000% 성장은 

뉴욕주에서 소비자 및 민관 단체를 위한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님과 국가 선도적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는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 투자는 지난 6년간 태양열 에너지 업계의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태양열 발전 산업의 엄청난 성장은 뉴욕-썬 메가와트 블록 인센티브 프로그램(NY-Sun 

Megawatt Block Incentive program), 태양 에너지 장비 가격 하락, 성장하는 태양열 설비 

산업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덕분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Alicia Barton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오늘의 괄목할 만한 태양열 에너지 업계 

1,000% 성장 이정표는 2030년까지 뉴욕주 전체 전력 수요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공약을 빠른 속도로 달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중요요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해당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고객, 지역사회, 환경 및 경제에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태양열 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뉴욕시였으며, 그 뒤로 모호크 밸리, 

미드 허드슨, 센트럴 뉴욕, 주도 지역 순이었습니다.  

  

다음 표는 2011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뉴욕-썬 프로젝트 실시 아래 각 지역의 태양 

에너지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2011년까지 

설치된 

프로젝트  

2017년 

12월까지 

설치된 

프로젝트  

메가와트 

백분률 

증가율 

(%)  

프로젝트 

백분률 

증가율 

(%)  

주도 지역  991  9,914  1,463  900  

센트럴 

뉴욕  
185  1,970  2,393  965  

핑거 

레이크스  
266  2,257  2,275  748  

롱아일랜드  4,756  26,077  520  448  

미드 

허드슨  
1,353  17,511  1,518  1,194  

모호크 

밸리  
162  2,211  2,510  1,265  

뉴욕시  404  12,326  1,634  2,951  

노스 

컨트리  
200  1,250  1,092  525  

서던 티어  402  2,348  1,396  484  

웨스턴 

뉴욕  
360  2,459  887  583  

총  9,079  78,323  1,071  763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롱아일랜드는 약 420메가와트의 태양열 에너지 설비를 보유하여 평균 70,000가구 

이상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뉴욕-썬 프로그램 또는 

PSEG 롱아일랜드 태양열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주택 시장을 목표로 한 주정부의 메가와트 블록 목표를 달성한 최초의 

file:///C:/Users/elasch/Downloads/NYS-Growth-NYSERDA-Deployed-PV%20(12).pdf


 

 

뉴욕주 지역으로, 뉴욕-썬(NY-Sun) 프로그램과 기타 롱아일랜드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성공을 강조합니다. 롱아일랜드 전역은 연방 및 뉴욕주 세금 공제,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 자금 조달 및 태양 에너지 개발 시장 확립으로 인해 주택 시장을 

목표로 이를 계속적으로 추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료된 프로젝트 수가 1,000% 이상 증가한 것 외에도, 현재 주 전역에서 1,097MW의 

태양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비가 건설되면 평균 186,000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해당 수송로에는 태양열 패널을 주택에 설치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시장을 확대할 

728메가와트 규모의 지역사회 태양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에는 주택 

태양열 발전 시스템 신청서가 월 평균 900개 이상 접수됩니다.  

  

각 뉴욕 지역의 카운티 태양 에너지 메가와트를 표시하는 지도와 뉴욕-썬(NY-Sun) 시행 

이전과 뉴욕-썬(NY-Sun) 시행 이후를 비교한 수치를 나타내는 차트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마켓플레이스를 자극하고 10년 동안 주 전역의 태양 전기 

시스템의 수를 늘리기 위해 뉴욕-썬(NY-Sun)에 10억여 달러를 투자하는 역사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썬(NY-Sun)은 2023년까지 뉴욕주에 총 3기가와트 이상의 태양열 

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기가와트는 1,000 메가와트와 

같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태양 에너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1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Joseph Griff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동력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층은 바로 전력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입니다. 뉴욕주는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급원을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원 에너지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ergy) 위원장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뉴욕주 태양열 에너지 성장률 1,000% 달성은 

모두를 위해 미래의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뉴욕주의 공약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주지사님과 뉴욕주 의회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뉴욕주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국가 선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nyserda.ny.gov/-/media/Files/Programs/NYSun/NYS-Solar-Growth-By-County-Maps.pdf


 

 

버펄로 공립학교(Buffalo Public Schools) 담당 교육감인 Kriner Cas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억 달러 규모 학교 재건 프로젝트에 이어 뉴욕주 최대 규모의 태양열 

패널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는 버펄로 공립학교 직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이 뉴욕주 학교의 혁신적 수호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훌륭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해 주신 Kathy Hochul 부지사, Crystal Peoples-Stokes 하원의원, 

Sierra Club 및 뉴욕주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학교 재학생에게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실험실이 되어 줄 것이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향후 수년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사용을 보장할 것입니다.”  

  

버펄로 학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Montante Solar의 Dan Montant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 산업 분야의 재생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선사하는 일자리 기회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PUSH Buffalo의 Aaron Bartley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USH Buffalo의 

지역사회 직업 소개소(Community Hiring Hall)는 역사적으로 버펄로 노동 시장에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현지 계약자 및 근로자를 위한 혁신적 인력 솔루션입니다. 

Montante Solar는 PUSH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흥 재생 에너지 경제의 최전선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현지 노동자를 배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뉴욕-썬(NY-Sun)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SERD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NYSERDA 소개  

공익 법인인 NYSERDA는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돈을 절약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돕기 위해 객관적 정보 및 분석, 

혁신적 프로그램, 기술 전문 지식 및 자금을 제공합니다. NYSERDA 전문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75 년 이래로 

NYSERDA는 뉴욕주의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발전시키기위한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NYSERDA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먼 

nyserda.ny.gov를 방문하시거나 Twitter, Facebook, YouTube, 또는 Instagram을 

방문하세요.  

  

뉴욕-썬 (NY-Sun) 소개  

뉴욕-썬(NY-Sun) 프로그램은 태양열 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급 자족 

태양열 산업 체계를 갖추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10 억 달러 규모 

이니셔티브입니다. 2011년 이래로 뉴욕주 태양열 에너지 산업은 1,000% 이상 증가하여 

약 28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12,000명 이상이 태양열 산업 직종에 종사합니다.  

https://www.nyserda.ny.gov/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 퍼센트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깨끗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뉴욕주 전 지역 태양열 시장 성장률 약 

1,000%를 달성하고 저소득층 고객 165만 명의 에너지 경제성 향상, 제조, 엔지니어링 및 

기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 

뉴욕주가 2030년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 80 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rev.ny.gov를 

방문하시고,트위터, 페이스북 및 링크드인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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