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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 COMMUNITY SOLARIZE CAMPAIGNS을
을 통해
주지사 뉴욕주에서 26개
900가지
가지 태양열 프로젝트 진행을 발표하다
“Solarize” 캠페인이 뉴욕주 가정과 기업에게 태양열 발전기 설치를 독려하다

뉴욕주, 오는 봄에 또 다른 31개 "Solarize"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900개 태양열 프로젝트가 26개 커뮤니티
“Solarize” 캠페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Y-Sun 프로그램과
주지사의 종합적인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의 일환인 “Solarize” 캠페인은 더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또 다른 31 Solarize 캠페인이 오는 봄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동으로 전환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는 데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커뮤니티들이
태양열 기술 장치를 설치하도록 도와주면서 미래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택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주지사가 시작한 뉴욕의 Solarize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현지 커뮤니티 간에
이뤄지는 협업 활동입니다. Solarize 캠페인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은 구매를
단순화하고 태양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olarize" 프로젝트는 태양열 장치 취득 및 소비자 비용을 낮춰주는 공동 구매 협약을
맺기 위해 관심이 있는 주거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에너지연구및개발청(NYSERDA)은 2015년 Solarize 캠페인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 활동으로 총 365,0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은 태양열
기기 선불 구매 비용으로 총 약 14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이는 주거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 당 평균 약 1,590달러를 절약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자체, 계획 기관,
지속가능성 그룹, 주 의원, 비즈니스 그룹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파트너십이 관리합니다.
Solarize 프로그램은 NY-Sun의 일부로, 태양 에너지의 규모 확대를 늘리고 뉴욕주가
지속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태양열 산업을 갖는 쪽으로 더 가까이 전진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10억 달러 사업입니다. 주지사는 2016년 시정연설에서 또 다른 태양열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 150,000개 가정과 기업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 State 의장 Richard Kauffman은
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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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태양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자원의 사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Cuomo 주지사의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Solarize 캠페인은 커뮤니티들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뉴욕주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청장 겸 CEO인
인 John B. Rhodes는
는 이렇게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Sun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태양열 발전을 전례 없이 가속화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저렴한 에너지를 주민들과 기업체에 제공해왔습니다. Solarize
캠페인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우리환경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6년 1월자 첫 26개 Solarize 캠페인의 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커뮤니티 캠페인
주도 지역:
지역 (3)
Solarize Albany, Solarize Saratoga Springs,
Solarize Troy
Central NY: (5)
Solarize CNY: Cayuga, Cortland, Madison,
Onondaga, Oswego
Finger Lakes: (3)
Solarize the Flower City, Solar Seneca,
Solarize Williamson
Long Island: (2)
Solarize Brookhaven, Solarize Southampton
Mid-Hudson: (8)
Solarize Beacon Plus, Solarize GoshenWarwick, Solarize Kingston,
Solarize Bedford – Mt. Kisco, Solarize
Cortland – Croton, Solarize
Mamaroneck – Larchmont, Solarize
Ossining – Briarcliff, Solarize
Woodstock - Rosendale
North Country: (3)
Solarize Akwesasne, Solarize Canton,
Solarize Tri-Lakes
Southern Tier: (2)
Solar Schuyler, Southern Tier Solar Works
캠페인 별 상세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프로젝트/Kilowatts
(kW)
프로젝트
92 projects/708 kW

192 projects/2,653 kW

50 projects/332 kW

86 projects/825 kW
305 projects/2,338 kW

78 projects/550 kW

97 projects/941 kW

오는 봄에 시작하는 다음 차례의 Solarize 프로젝트는 12개 지자체, 18개 비영리 기관,
커뮤니티 그룹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주도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의
일부는 지난 가을 주지사가 발표한 New York’s Affordable Solar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 또는 주 중간 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가구에 NY-Sun
인센티브를 두 배로 늘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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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캠페인 신청이 13개나 되는데, 이는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임차인과 기타 소비자들에게 태양열 및 기타 청정에너지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차 Solarize 캠페인에 참가하는 커뮤니티 목록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2012-2015년, 뉴욕은 태양열 설치 및 개발 비용으로 575% 증가를 이뤘습니다. 이는 또한
뉴욕주 전역에서 태양열 관련 일자리 수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2월에 발표된 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태양열 산업은 이제 미국 제4위이며, 현재 8,250여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이래 3000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된 것입니다.
2016년에는 두 자릿수 일자리 설장이 기대되며, 주의 견실한 태양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결과로 다시 1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입니다.
NY-Sun 소개
NY-Sun은 태양열의 규모를 키워 뉴욕주를 지속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태양열
산업을 갖는 쪽으로 더 가까이 전진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10억 달러
이니셔티브입니다. 뉴욕주 태양열 발전은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300%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반적 태양열 성장율의 2배입니다. NY-Sun 웹사이트.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소개
REV(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모든 뉴욕의 거주자들에게 깨끗하고 회복가능하며
적절한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의
전략입니다. REV는 주 전체의 계획 및 규제 개혁을 통해 뉴욕의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REV는 계속해서 뉴욕주의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혁신을
지원하며 에너지 그리드의 탄력성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 자본의 유동성을 늘리며,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선택과 경제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REV는
현지에서 생산된 깨끗한 전력을 뉴욕의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며 2030년까지 뉴욕주의 온실 가스 배출을 40% 줄이며 50%의 전기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하려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REV의 일환으로 이미
시작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로는 NY-Sun, NY Green Bank, NY Prize, K-Solar, 그리고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RE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거나 @REV4NY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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