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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CUOMO, 이스트 햄튼에 제안된 사우스 포크 해양 풍력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 건설 계획 발표 

  

뉴욕주 라인의 첫 해양 풍력 전송 현장 프로젝트 승인으로 롱아일랜드에 매우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을 가속할 계획 

  

호스트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 그룹이 프로젝트를 지원  

  

제안된 132MW 풍력 발전소는 70,000가구 가정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우스 포크(South Fork) 해양 풍력 발전소를 서퍽 

카운티 이스트 햄튼 타운의 변전소와 연결하는 7.6마일 송전선 건설을 위한 공동 

제안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와 12인 이상의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합의, 채택되었습니다. 이 

송전선은 뉴욕주에서 해상 풍력 발전소에 연결하는 첫 번째 승인 프로젝트입니다. 

제안된 132MW의 사우스 포크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연평균 70,000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몬탁 포인트(Montauk Point)에서 

동쪽으로 35마일 떨어져 있으며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볼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송전선은 2023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뉴욕은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에서 첫 번째인 이 송전선은 에너지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해양 풍력은 야심찬 녹색 에너지 비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 계획은 우리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John B. Howard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은 모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우리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에 절실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뉴욕이 국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제안된 사우스 포크 풍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기존 이스트 

햄튼 변전소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사우스 포크 풍력 발전소와 송전 프로젝트는 서퍽 



 

 

카운티의 사우스 포크에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2015년 경쟁 입찰 과정에서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이 

파악한 필요를 해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논의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공개 발표 

청문회에는 약 80명의 연사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서 거의 3,000건의 서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PSEG Long Island)이 다른 제안과 함께 사우스 포크 풍력 발전소를 

선택한 것은 사우스 포크 입찰 과정에서 수립된 요구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은 사우스 포크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과 

청정 에너지 기준의 목표에 기여하여 국가의 전력 발전을 다각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며 공익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개발사인 딥 워터 윈드 사우스 포크(Deepwater Wind South Fork), 

LLC는 뉴욕주 영해로부터 서퍽 카운티의 이스트 햄튼 타운 남쪽 해안까지 약 3.5마일의 

해저 케이블 건설과 기존 이스트 햄튼 변전소 남쪽 해안으로부터 약 4.1마일의 지하 

케이블에 대한 환경적 적합성 및 공공의 필요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동 제안은 개발사,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직원, 환경 

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스트 햄튼 타운 신탁(Town of East 

Hampton trustees), 롱아일랜드 전력청, 몬탁 시민들(Concerned Citizens of Montauk), 

이스트 엔드 그룹(Group for the East End, Inc.), 몬탁 유나이티드(Montauk United), 

윈드 위드 윈드(Win With Wind) 등에 의해 합의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착수될 웨인스콧 비치(Wainscott Beach)의 지면 아래 최소 30피트 지점에 

케이블 매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비성수기로 제한되어 

건설 관련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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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을 통해 법제화를 마친 뉴욕은 2040년까지 다른 주정부보다 빠르게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과 전기 부문 제로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24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1,800 

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 기후 행동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는 이러한 진전에 기반한 검토 계획을 수립하며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에너지 투자 이익의 목표인 40%에서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은 위원회 웹사이트 www.dps.ny.gov의 위원회 문서(Commission Documents) 

섹션에서 "Search for Case/Matter Number(사례/사안 번호 검색)"라고 라벨링된 입력 

상자에 사례 번호 18-T-0604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은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위원회 문서는 위원회의 파일관리부(Files Office), 14th floor, 

Three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518-474-2500)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800-342-3377로 전화하여 이 보도 

자료와 관련된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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