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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250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할 지방정부를 위한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을 발표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40개의 프로젝트는 75메가와트의 

재생 가능 용량과 15MW의 배터리 저장 구축을 목표로 해  

  

뉴욕은 가장 완성된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을 보유 중  

  

JFK 공항을 포함하여 이미 개발 중인 뉴욕 전력청 지역사회 태양광 설치에 기반한 

뉴욕시의 단일 최대 규모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방정부와 주정부 기관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주변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성할 40개 

이상의 분산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0개의 

프로젝트는 쌍을 이룬 15 MW의 배터리 저장을 포함한 75메가와트의 재생 가능한 

용량을 목표로 하는, 새로 발표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2025년 지역사회 태양광 목표를 충족할 것이며 이는 차량 2,572대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 이 프로젝트는 개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직접, 민간 투자를 

통해 1억 3,500만 달러 이상을 부양하고 1,250개 이상의 단기 및 장기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3일 Cuomo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 포함된 뉴욕 

전력청의 새로운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Community Solar and Storage 

Program)은 전기 사용 고객이 해당 지역의 재생 가능 프로젝트를 구매하고 월 공익사업 

비용을 할인받으며, 주가 청정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전력망에서 늘리도록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뉴욕 가족과 

기업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자원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정부 및 주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주 

전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태양광 및 저장 구축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전기 전력망에 

생성하겠다는 국가를 선도하는 뉴욕의 헌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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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니셔티브는 카운티, 타운, 도시 및 빌리지를= 포함한 지방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주최자 역할을 하는 주 기관에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있는 

참가자는 뉴욕 전력청 지역사회 태양관 및 저장 프로그램으로 solar@nypa.gov에 

이메일을 보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전력청은 에너지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주 기관 및 지방 정부를 위한 

이러한 주 전역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어젠다와 일치합니다. 이 법은 2025년까지 태양광 6,000메가 

와트의 설치를 요구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3,000메가와트를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태양광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가정, 학교 및 사업체는 선불 비용이나 참여 수수료 

없이 해당 지역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건물에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할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주택 소유자, 저소득 주민, 학교, 사업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전력망에 공급되며 지역 

가입자는 전기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뉴욕 전력청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지역사회 태양광 분산 발전을 개발하는 국내 최고의 시장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주 전역의 지방 정부와 주 정부와 협력하는 데 대한 전력청의 전문 

지식을 강화하면 태양광 및 저장에 대한 노력이 한단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더 많은 태양열 및 저장에 대한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대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부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대한 잠재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효과적으로 '앵커 가입자(anchor subscribers)'로서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Doreen M. Harri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성장과 모든 뉴욕 

주민의 접근성을 늘리는 데 대해 입증된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주의 포괄적인 노력을 

진행시키는 또다른 걸음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태양광이 포함되어 모두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주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Cuomo 주지사의 뉴욕-태양광(NY-Sun) 프로그램,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Large-Scale Renewables program)과 같은 

관련 노력을 통해, 우리의 빠른 태양광 확장은 뉴욕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강력한 태양광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앵커 가입자는 모두를 위해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산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개발 일정과 불확실한 미래 수익이 

지방정부의 예산 및 승인 프로세스에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게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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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고객은 분산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한 "앵커 

가입자"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적정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고, 개발자와 자금 제공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태양광 할인에 쉽게 

접근하여 주민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 전력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여 정부 기관이 분산 

재생가능 에너지를 채택하는 데 직면한 과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소득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 생성을 지원합니다. 뉴욕 전력청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 직원은 

지역사회 분산 발전(community distributed generation, CDG) 프로젝트를 주최하기 위해 

범위 지정, 설계, 구매부터 실행, 프로젝트 관리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주최자로서 지방정부는 장기 수익원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공익사업 청구서 

절감을 보장하면서 초기 자본 비용없이 자산에 분산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뉴욕 전력청은 15 MW의 짝을 이룬 저장을 포함하여 총 75 MW의 

재생 가능 용량을 포함하여 최소 40개의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직접, 민간 투자를 통해 1억 

3,500만 달러 이상을 부양하고 1,250개 이상의 단기 및 장기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태양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 기관은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주최하고 가입자가 되어 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의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그램 데모 프로젝트 발전 경험 활용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는 타당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고객 앵커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의 바람직함을 보여줍니다. 뉴욕 전력청은 얼스터 카운티의 

쿼리빌(Quarryville) 및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의 주요 프로젝트 두 개를 진행하여 총 11 MW의 믿을 수 있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주변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의 화이트 플레인즈 시는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태양광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전력청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조달 및 구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태양광에서의 뉴욕의 국가적 리더십  

  

뉴욕의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사회 태양광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욕 태양광에서는 1,050개 이상의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이며 267,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지역사회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533메가와트가 

넘게 설치되었으며 2,100메가와트가 설치 중입니다. 뉴욕은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에 의해 2020년 첫 3분기 동안 완료된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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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완성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뉴욕주의 태양광은 거의 1,800%로 

성장해 민간 투자에서 50억 달러를 활용하고 태양광 비용을 68%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12,000명 이상이 태양열 산업 직종에 종사합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집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 공항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태양광 캐노피 시스템을 

주도할 예정이며, 이는 Cuomo 주지사와 항만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전시키고 뉴욕의 재생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공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획된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주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거주자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전력청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트 플레인즈의 시장 Tom Ro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플레인즈는 8개의 

프로젝트와 6.6메가와트의 지역사회 태양광 포르폴리오를 진행 중이며, 이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전체 카운티에서 생산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3배로 

늘리고 연말까지 주민, 도시 및 환경에 혜택을 줄 도시 소유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야심찬 국가 선도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자 하는 다른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Stephen J. Acquario 집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는 현지 

차원에서 시작되며, 뉴욕의 카운티는 지역사회를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에게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옵션은 높은 선불 비용이나 가정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카운티는 태양광 에너지의 채택을 제한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지방정부가 주민, 학교 

및 기업에 재생 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 이니셔티브를 

개시한 Cuomo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뉴욕 시장 회의(New York Conference of Mayors) 집행 이사 Peter A. Bay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에너지원에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필수 요소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새로운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은 도시와 빌리지가 주정부의 

에너지 목표를 발전시키고 에너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운 연합(Association of Towns) 행정 이사 Gerry Gei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중요한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청정 에너지의 지지자로서 타운은 이러한 협력적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New York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NYSEIA) 집행 이사 Shyam Meh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는 뉴욕주의 태양광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뉴욕 전력청과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지역사회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일반적으로 

월 청구서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 사회에 

도달할 것입니다. 뉴욕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 회원사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태양광 인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에너지 통신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항상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신뢰하고 지지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경제로 이동할 때 생산되는 

높은 품질의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는 흑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특히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정부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태양광 

저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Michael J.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방정부를 위한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청정 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주정부의 흥미로운 추진 계획 중 가장 새로운 

소식입니다. 40개의 새로운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정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착수하는 지금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뉴욕 전력청 지역사회 태양광 및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solar@nyp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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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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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수요 부문에서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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