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주간(CLIMATE WEEK)에 전력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아일랜드 및 덴마크와의 파트너십 발표  

  

아일랜드 전기 설비와의 협정으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전력망 연구소(Grid Research Lab)에서 기술 테스트 가능  

  

덴마크와의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로 지속적인 연안의 

해상 풍력 협력 진전  

  

연안의 해상 풍력 개발 및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 국가 

선도적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전기 인프라 향상과 연안의 해상 풍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선을 위한 두 개의 개별 양해 각서(memorandums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여 아일랜드 및 덴마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기후 주간(Climate Week)에 발표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의 국가 선도적인 계획과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어젠다를 모두 개선할 것입니다. 올여름, Cuomo 주지사는 2040년까지 뉴욕의 전력을 

100% 청정에너지 및 탄소가 없는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기후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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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혁신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두 주요 국제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차세대 전력망에 새로운 청정에너지 자원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뉴욕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에너지 미래를 형성하며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및 덴마크와의 이 획기적인 

파트너십은 우리의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전력망을 강화하고 연안의 해상 풍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릴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를 보완합니다."  

  

아일랜드의 전기 설비 및 전력망 운영사와의 첫 번째 계약은 뉴욕주 전력청(NYPA)에 

있는 주 최초의 공동 전기사업 연구 시설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델링, 생성 및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과 국영 

아일랜드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위원회(Electricity Supply Board, ESB), 국영 아일랜드 

전력 전송 운영사인 얼그리드 그룹(EirGrid Group), 전기산업에 집중하는 미국 기반 

비영리 단체인 일렉트릭 파워 리서치 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간의 협력은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가속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망을 

만들고, 분산된 발전과 자원을 지역 및 지역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협정은 연안의 해상 풍력 에너지의 개발 및 조달을 위해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 덴마크 에너지, 공익사업 및 기후 장관(Danish Ministry of Energy, Utilities 

and Climate)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합니다. 인프라, 공급망, 인력 개발 및 조달 

솔루션 등 연안의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 협력 파트너십은 Cuomo 주지사가 2018년 발표한 

뉴욕의 연안 해상 풍력 발전 마스터플랜(Offshore Wind Master Plan)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며, 2035년까지 9,000메가와트의 해양풍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덴마크는 유럽의 선도적인 연안 해상 풍력 에너지 생산업체 중 하나로 총 

1,700메가와트가 넘는 15개의 가동 풍력 발전 단지로 구성된 3번째로 큰 연안 해상 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안 해상 풍력 산업 및 인력 역량을 갖춘 

덴마크는 풍력 터빈 생산업체, 연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 및 제조와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해양 풍력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뉴욕과 아일랜드의 협정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전기 설비 및 전력망 기술은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 위치한 뉴욕주 전력청(NYPA) 본사의 최첨단 그리드 혁신 에너지 

연구소(Advanced Grid Innovation Laboratory for Energy, AGILe)에서 설계 및 테스트될 

것입니다. 최첨단 그리드 혁신 에너지 연구소(AGILe)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태양열 및 

풍력과 같은 간헐적 자원을 에너지 조합에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송전 및 배전 전력망 

시뮬레이션 및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그리드 혁신 에너지 연구소(AGILe)에서 미세 조정된 새로운 연구 역량에 

아일랜드, 얼그리드(EirGrid) 및 전기공급위원회(ESB)의 고위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뉴욕주와 동일한 청정에너지로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은 2020년까지 아일랜드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16%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2ff7e859-73cf4f3b-2ff5116c-000babd9f75c-91e7ada8bbe01175&q=1&u=http%3A%2F%2Fwww.eirgridgroup.com%2Fabout%2Feirgrid-group%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efcfc29e-b3f765fc-efcd3bab-000babd9f75c-fb71f2551570ba47&q=1&u=https%3A%2F%2Fwww.epri.com%2F%23%2F%3Flang%3Den-US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공익사업체로서, 뉴욕주 전역청(NYPA)은 상대 아일랜드 업체와 같은 

목표를 많이 공유합니다. 우리 두 기관 모두 저탄소 에너지 미래와 탄력 있는 전력망이 

우리 환경과 세상에 좋을 뿐 아니라 고객의 선호도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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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오늘 덴마크 에너지, 공익사업 및 기후 장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기후 변화에 대항하면서 뉴욕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Cuomo 총재의 변함없는 

노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연안 해상 풍력 개발은 탈 탄소 및 경제 개발을 통해 국가 

전체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줄 것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덴마크 기후, 에너지 및 공익사업 장관 Dan Jørgen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 

기후, 에너지 및 공익사업 장관(Danish Ministry for Climate, Energy and Utilities)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간의 협력 협정 연장을 체결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뉴욕과 

덴마크는 최근 몇 가지 매우 야심찬 청정에너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덴마크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수년간 뉴욕의 야심찬 연안 해상 풍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덴마크는 뉴욕 경제의 녹화와 향후 연안 해상 풍력에 대한 강력한 집중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엄청난 여정에서 뉴욕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그리드 그룹(EirGrid Group) 최고 경영자 Mark Fo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그리드(EirGrid)는 우리의 풍력 발전소 연결 기술과 DS3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리 법칙에 도전하고 아일랜드 전력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65% 순간 재생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기공급위원회 네트웍스(ESB Networks)의 매니징 디렉터 Paddy Hay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공급위원회 네트웍스(ESB Networks)는 청정 전기로 구동되는 저탄소 

미래로 아일랜드를 이끄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열 및 수송을 대규모 전기화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협력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렉트릭 파워 리서치 연구소(EPRI) 소장 겸 최고경영자인 Mike Howa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 및 아일랜드 공익사업체들은 전력망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일렉트릭 파워 리서치 연구소(EPR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전력망에 더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솔루션을 모색하는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지난 7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최초로 두 개의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와 선라이즈 윈드(Sunrise Wind)를 발표했습니다. 총 

1,700메가와트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미국 역사상 모든 주의 단일 대형 재생 에너지 조달을 대표합니다. 이 결합된 

프로젝트들은 2018년 초에 완료된 분석에 비해 예상보다 약 4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1,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운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기존 뉴욕 

항만을 업그레이드하고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주도 지역으로 높이기 위한 주요 

투자를 포함하여 32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조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계획으로 모든 경제 부문에서 뉴욕주를 완전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국내 어떤 주보다도 빠른 기간인 2040년까지 전기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46개에 대한 

2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24년까지 연안 해상 

풍력 1,700메가와트 개발, 2012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7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최근 통과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국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35년까지 해상 풍력 

(Offshore Wind) 9기가와트, 2025년까지 분산형 태양광 6기가와트,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3기가와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 경제를 조성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질서 있고 

공정한 이행.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또한 뉴욕주 기관 및 당국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의 85%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원의 40%를 투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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