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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모호크 밸리과 주도 지역에서 8억 5,400만 달러 규모의 주요 송전 

프로젝트 건설 시작 발표  

  

마시 투 뉴스코틀랜드 송전선 업그레이드는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 인프라에 투자하는 20억 달러 

프로젝트의 일환  

  

레이다운 야드의 장비 드론 영상 및 착공 사진 확인 가능  

  

프로젝트 지도 및 새로운 뉴욕주 송전선 지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호크 밸리와 주도 지역에 위치한 93마일 규모의 345 

킬로볼트(kV)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위한 8억 5,4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가 2021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강조한 내용인 마시 투 

뉴스코틀랜드 송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Marcy to New Scotland Transmission Upgrade 

Project)는 송전 역량을 늘리고 더욱 많은 양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 전역의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수백 개의 청정 에너지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지 및 지역 경제를 촉진합니다. LS 파워 그리드 

뉴욕(LS Power Grid New York)과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30년 까지 경제 전반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70 퍼센트 달성하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목표를 

뉴욕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인프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주 

전역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한 전기를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는 또한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및 주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9iJ2FjiCcA9E6zfKft1Y6qIEf_dxfC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PA_Marcy_New_Scotland_Laydown_Yard_Guilderland.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hawk_Valley_Capital_Region_Transmission_Projec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wide_Transmission_Lin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hawk_Valley_Capital_Region_Transmission_Projec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hawk_Valley_Capital_Region_Transmission_Projec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hawk_Valley_Capital_Region_Transmission_Project.pdf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executes-2Dnations-2Dlargest-2Doffshore-2Dwind-2Dagreement-2Dand-2Dsigns-2Dhistoric-2Dclimate&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0z7ua24eaTaLOQuo8SfSHdzTyersnWukQSoEXr9-N9I&s=AO9K6_GHNo_l4rRRyIn8ofbEuBSN_7GK80sVsnmcUos&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executes-2Dnations-2Dlargest-2Doffshore-2Dwind-2Dagreement-2Dand-2Dsigns-2Dhistoric-2Dclimate&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0z7ua24eaTaLOQuo8SfSHdzTyersnWukQSoEXr9-N9I&s=AO9K6_GHNo_l4rRRyIn8ofbEuBSN_7GK80sVsnmcUos&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executes-2Dnations-2Dlargest-2Doffshore-2Dwind-2Dagreement-2Dand-2Dsigns-2Dhistoric-2Dclimate&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0z7ua24eaTaLOQuo8SfSHdzTyersnWukQSoEXr9-N9I&s=AO9K6_GHNo_l4rRRyIn8ofbEuBSN_7GK80sVsnmcUos&e=


 

 

이번 프로젝트에는 93마일 길이의 송전선을 따른 업그레이드 및 마시에 위치한 뉴욕주 

전력청(NYPA) 중앙 송전 허브와 올버니 카운티의 오네이다 카운티와 뉴스코틀랜드 

사이에 두 곳의 신규 변전소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송전로를 

활용하고 노후화되고 오래된 송전탑을 최신 기술로 대체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1월 21일 

회의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적합성 및 공공성 보고서(Certificate of Environmental 

Compatibility and Public Need)를 승인했습니다.  

  

주지사는 처음 2021년 시정연설에서 주 전역의 송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Green Energy 

Superhighway) 250 마일을 계획 투자를 통해 건설하는 것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뉴욕주 지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는 

필수적인 송전선의 재건을 위해 송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더욱 많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운데, 이러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유연한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에너지 안전 및 경제의 복지를 위해 이러한 송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긴급한 요청에 동감합니다."  

  

LS 파워의 Paul Segal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주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S 파워는 주 전역에 걸쳐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력망을 혁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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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퍼센트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전 업그레이트 프로젝트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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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수요 부문에서 현장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psc-2Dapproval-2Dmajor-2Dtransmission-2Dline-2Dproject-2Doneida-2Dcounty-2Dalbany&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dwENenUbBqYhhkpwCvImArEGrlrvUzvUki1tisbCA3A&s=RsNC27l8WYpmA_RbkBgdKmfy-LCfX_V7kFbFAZgqpK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outlines-2D2021-2Dagenda-2Dand-2Dreleases-2Dfull-2Dagenda-2Dreimagine-2Drebuild-2Drenew&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0z7ua24eaTaLOQuo8SfSHdzTyersnWukQSoEXr9-N9I&s=jiFYvOkgqZ7nZLtNYfgaS6wM86F-5Cx9oRtsx35yADs&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outlines-2D2021-2Dagenda-2Dand-2Dreleases-2Dfull-2Dagenda-2Dreimagine-2Drebuild-2Drenew&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0z7ua24eaTaLOQuo8SfSHdzTyersnWukQSoEXr9-N9I&s=jiFYvOkgqZ7nZLtNYfgaS6wM86F-5Cx9oRtsx35yADs&e=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통신 위원회(Energy &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뉴욕주에서 이 위대한 인프라가 발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변화하는 기후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경제 활동과 일자리, 더욱 청정한 

에너지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Michael J.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LCPA에 따른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로 계속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 달성을 막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송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필요로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송전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송전 인프라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뉴욕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CLCPA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서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 전력청 소개  

NYPA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운영 전력 공사입니다. NYPA은 뉴욕의 고전압 

전력선의 약 삼분의 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000 메가 와트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뉴욕주 전력 공급망에 연결하기 위해, 이 전력선으로 NYPA의 대형 

수력 발전소 3 곳과 독립 풍력 발전 시설에서 전력을 전송합니다. 여기에는 수력 

발전으로 얻는 6,300 메가 와트 이상의 전력과 약 700 메가 와트 또는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풍력 에너지의 삼분의 일 이상을 전력 공급망에 연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NYPAenergy, LinkedIn, 

Facebook, Instagram, Tumblr.  
  

LS 파워 소개  

LS 파워는 북미 지역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중점을 둔 개발, 투자 및 운영 

회사입니다. LS 파워는 1990년 설립 이래 660마일 이상의 고전압 송전선 개발 외에도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풍력, 수력, 천연가스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45,000 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 시설을 개발, 건설, 관리 또는 인수해 

왔습니다. 또한 LS 파워는 재생 에너지 및 연료에 중점을 둔 기업뿐 아니라 시파워 

에너지 매니지먼트(CPower Energy Management), 이브이고(EVgo)와 같은 분산 에너지 

자원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LS 파워는 북미 지역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 및 주식 자금 조달을 통해 46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SPower.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39ea639-bc059f0b-e39c5f0c-000babd905ee-8cb2491b8efbb210&q=1&e=9f4cea4e-346e-499f-a342-21f34f889763&u=http%3A%2F%2Fwww.nypa.gov%2F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witter.com_NYPAenergy&d=DwMF-g&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CXF8W5W5flwEpRPWldsqdF1zoC9ujzAiwDh98y0FRhA&s=d-O20DI-VvSM0Qo6PSm480dN0YaYO6DzPvyrGmnDGME&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nypaenergy.tumblr.com_&d=DwMF-g&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CXF8W5W5flwEpRPWldsqdF1zoC9ujzAiwDh98y0FRhA&s=37EeZmQ4nMcd-Wj4wf6-58GK0PnhLiPOUl3nGlc_dD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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