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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방정부와 전력 협동조합의 전기차 구매에 300만 달러 지원 발표 

 

기획은 지역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려는 주지사 노력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00만 달러의 새로운 보조금을 자격을 가진 지자체와 

지방의 전력 협동조합에서 지방 정부용 차량에 사용할 전기차 구매에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지자체 

전기차 프로그램(Municipal Electric-Drive Vehicle Program)의 한 부분으로서 연료 

효율이 낮은 시설 차량의 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발표는 1990년 수준의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소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목표를 

지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획은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뉴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저는 자격을 가진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와 싸우는 우리 행렬에 가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한 모든 상용화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는 자가용, 

픽업트럭, 비포장도로 특수 차량 및 대형 시설 차들이 포함됩니다. 일부 차량에 관한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뉴욕 전력청으로부터 저가의 수력 전기를 

공급받는 지자체와 지방 전력 협동조합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전에 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뉴욕 전역의 24개 도시와 빌라지에 

61대의 친환경 차량을 공공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뉴욕 전력청의 지자체 전기차 프로그램은 무이자 재정 지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은 차량 구매 후 3년간에 거쳐 보상이 이루어 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뉴욕주 내의 47개 지자체와 4개의 지방 전력 협동조합의 공공 시스템에 

저가의 수력 전기를 공급하여 주민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lectricDriveVehicleProgramNYPA.pdf


전기차 프로그램 이외에도 NYPA는 상기 커뮤니티에 일련의 에너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까지 뉴욕 전역의 공공장소와 직장에 3,000개의 충전소 망을 건설하는 

목표를 세운 Cuomo 주지사의 Charge NY 기획에 호응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도왔습니다. 올해 초에 NYPA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 전력 협동조합의 고객들에게 종합 

계약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EV 충전소에 대한 보급품,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및 재정청 장관 Richard Kauff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의 선두에 

서는 기후 변화 및 배출가스 감소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자체, 타운 및 빌라지가 이끄는 

커뮤니티의 리더십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도와 쉽게 

전기차를 보유할 수 있게 하여서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뉴욕의 지방 

정부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뉴욕 전력청 청장 겸 CEO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뉴욕시민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 요소입니다. 더욱 많은 

지자체와 지방 전력 협동조합 파트너들이 일상의 작업에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업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이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여성 하원의원 Amy Pau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도구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된 오늘날에 주정부에서 더 많은 전기차 사용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지자체가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는 이 기획은 우리의 

배출가스 감소 목표에 다가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자체 전력시설 위원회 전무이사 Tony Modaffe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던 지자체 전력시설 위원회(Municipal Electric Utility Association)와 

우리의 많은 회원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우리의 40개 

지자체의 회원들이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를 바라며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NYPA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공공 전력 위원회 회장 Paul Pal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뉴욕 

공공전력 위원회(New York Association of Public Power, NYAPP)를 대신하여 사전 자금 

지원으로 가능한 많은 시스템에 차량 장비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한 자금으로 더욱 많은 시스템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전기차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지자체와 지방 전력 

협동조합입니다. 

  
 

http://www.nypa.gov/Press/2017/011817a.html


주도 지구  

그린 아일랜드 빌라지(Village of Green Island)* 

  

센트럴 뉴욕: 

지자체 전력 설비 위원회(Municipal Electric Utility Association)* 

오네이다-메디슨 전력 협동조합(Oneida-Madison Electric Cooperative, Inc.) 

빌라지: 해밀턴(Hamilton), 마라톤(Marathon)*, 스캐니아틀레스(Skaneateles), 

솔베이(Solvay)* 

 

핑거 레이크스:  

빌라지: 아케이드(Arcade)*, 베르겐(Bergen), 카스티야(Castile), 처치빌(Churchville)*, 

페어포트(Fairport)*, 홀리(Holley)*, 펜연(Penn Yan)*, 실버 스프링(Silver Springs), 

스펜서포트(Spencerport)* 

  

롱아일랜드:  

뉴욕 공공 전력 위원회(New York Association for Public Power) 

빌라지: 프리포트(Freeport)*, 그린포트(Greenport), 록빌 센트리(Rockville Centre) 

  

모호크 밸리: 

셰릴 시(City of Sherrill) 

옷세고 전력 협동조합(Otsego Electric Cooperative Inc.) 

빌라지: 분빌(Boonville)*, 프랭크퍼트(Frankfort), 아일리언(Ilion), 모호크(Mohawk)*, 

리치몬드빌(Richmondville) 

 

노스 컨트리:  

플래츠버그 시(City of Plattsburgh) 

마세나 전기과(Massena Electric Department*) 

빌라지: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라우시스 

포인트(Rouses Point)*, 테레사(Theresa), 터퍼레이크(Tupper Lake)* 

  

서던 티어:  

델라웨어 카운티 전력 협동조합(Delaware County Electric Cooperative Inc.) 

슈토이벤 지방 전력 협동조합(Steuben Rural Electric Cooperative Inc.) 

빌라지: 바스(Bath)*, 엔디콧(Endicott)*, 그린(Greene), 그로턴(Groton)*, 

셔번(Sherburne)*, 와크킨즈 글렌(Watkins Glen) 

 

웨스턴 뉴욕:  

도시: 제임스타운(Jamestown), 살라망카(Salamanca)* 

빌라지: 애크론(Akron), 앤도버(Andover), 안젤리카(Angelica), 브록톤(Brocton), 

리틀밸리(Little Valley), 메이빌(Mayville), 스프링빌(Springville)*, 웰스빌(Wellsville)*. 

 

*별표를 단 지자체는 이미 지자체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한 전기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Charge NY 소개 

Cuomo 주지사의 ‘Charge NY’ 기획은 뉴욕 전역의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교육, 연구, 고객 

봉사 및 재정 지원을 통하여 뉴욕주의 전기차 성장을 추진합니다. 1,600여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2018년까지 3,0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Charge NY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소하려는 목표의 한 부분인 이 기획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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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REV는 태양열,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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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청정하고, 회복력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REV는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730%의 성장을 이끌고 냈고, 105,000개가 넘는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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