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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전역전역전역 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구현을구현을구현을구현을 증진하기증진하기증진하기증진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노력노력노력노력 개시개시개시개시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설치를설치를설치를설치를 더욱더욱더욱더욱 저렴하고저렴하고저렴하고저렴하고 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 있게있게있게있게 만들만들만들만들 Community Solar NY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Y-Sun 이니셔티브에 의거 전주 지역사회를 위해 태양력 구현을 

더욱 용이하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인 Community Solar NY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택 및 업소 대다수로 하여금 태양력을 

설치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아웃리치 노력인 “Solarize” 캠페인으로 알려진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더 나은 뉴욕주를 건설하려는 우리 목표의 큰 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그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또 하나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태양력 기술을 구현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는 고비용이라는 

부담 없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더욱 용이한 접근법을 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Solar NY는 더 깨끗하고 푸른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또 하나의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관심있는 커뮤니티들이 이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 바랍니다.” 

 

Solarize 캠페인은 더 많은 고객에게 태양력을 소개하고 상당한 비용 절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교육, 경쟁력있는 설치자 선정 및 한시적 오퍼를 제공합니다. Community 

Solar NY는 마케팅 자료, 기술 지원 및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돕기 위해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캠페인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청장 겸 CEO인 John B. Rhod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mmunity Solar NY는 지역사회가 단결해 태양력을 설치하도록 자극하고 가정, 업소 및 동네에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Cuomo 지사의 NY-Sun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구성요소로서 이것은 뉴욕주가 2023년까지 3000 메가와트의 태양력 설치를 향해 전진하도록 돕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의 가장 최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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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은 초기 Solarize 노력으로 이미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Community 

Solar NY는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그들의 리드를 따르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기존 Solarize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Community Solar NY는 학교들이 태양력으로 감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낮추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 교육부와 협력하는 뉴욕전력청(NYPA)과 NYSERDA 사이의 공동 파트너십인 K-Solar도 

포함합니다. NYPA는 뉴욕주 교육구마다 무료 에너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원들과 

협력하여 태양 에너지가 자신의 교육구에 적합하고 비용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것이며 가장 

매력적인 태양력 금융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1월말 현재, 51개 카운티의 800여개 학교를 

대표하는 194개 교육구가 K-Solar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NYPA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mmunity Solar NY를 

활용함으로써 주택 소유자와 업소 주인들은 현재 K-Solar가 비용 효과적인 태양력 설치를 위해 

많은 교육구를 규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더욱 저렴하게 태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합칠 수 있습니다. K-Solar 학교들이 깨끗한 태양력 에너지 메시지를 전파하듯이 이것도 

Community Solar NY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촉발할 것입니다.” 

 

Community Solar NY에 대한 지원 및 추가 정보는 NYSERDA 웹 사이트인 www.ny-

sun.ny.gov/community-solar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Solarize Troy의 운영위원회 위원 John Joha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사실 

보증금 없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틸리티 청구서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력이 저렴하지 않다는 오해로 인해 태양력이라면 사이드라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60건의 설치로 목표를 2배 달성한 Troy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이웃을 규합하는 커뮤니티 노력은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력으로 가서 이 놀라운 자원을 활용하도록 용기를 

북돋울 수 있습니다.” 

 

Solar Tompkins 운영위원회 위원장 Jonathan Comstoc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ommunity Solar NY가 커뮤니티들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자신의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도록 도울 

준비가 된 것을 보니 흥분됩니다. Solarize 프로그램은 자신의 친구와 이웃에게 태양력의 윈윈 

기회에 대해 소개하는 지역사회 그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Community Solar NY는 

지역 팀들이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류 지원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uthern Tier Solar Works(STSW)의 프로그램 매니저 Adam Flin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SW와 

전주 6개 커뮤니티의 우리 파트너들은 금년에 소액 자금으로 일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주택 

태양력 시설 수를 배가시켰습니다. Community Solar NY의 지원으로 우리는 커뮤니티 기반의 청정 

에너지가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도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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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나서서 요금 납부자 달러를 매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Sustainable Kensington Windsor Terrace의 창립자 Ellen Honigstoc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olarize Brooklyn의 당초 목표는 우리 보로우의 재생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 사이의 관심 수준에 놀랐으며 이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수를 사실상 

배가 시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Solar One의 새로운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인 Here Comes 

Solar로부터 뉴욕시에 청정 에너지의 지속적 성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Here Comes Solar의 영감과 

기원은 바로 작년 Solarize Brooklyn의 경험, 성공과 충격입니다.” 

 

뉴욕주 중부지역 기획개발단의 에너지 프로그램 담당 매니저 Chris Carric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olarize 캠페인은 커뮤니티를 위해 그리고 태양력 업계를 위해 진정한 윈윈 

솔루션입니다. 유망한 태양력 고객들에게 근본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총체적 

구매력을 동원함으로써 Solarize 접근법은 태양력 전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용이하고 저렴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Solarize는 주택 소유자와 업주들의 미실현 수요를 발굴하여 태양력 

업체를 증진시키고 태양력 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NY-Sun은 태양력의 규모를 키워 뉴욕주를 지속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태양력 산업을 갖는 

쪽으로 더 가까이 전진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10억 달러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로 

뉴욕주는 미래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리더이자 선도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혁신적인 시장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을 더 융통성 있고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다이내믹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민,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뉴욕의 에너지 정책이 더욱 시장 중심적이고 

분산적인 방법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현재와 

미래의 주민을 위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솔루션을 진행함으로써 뉴욕주 주민들은 더 친환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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