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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네 건의 새로운 NY GREEN BANK 거래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최대
2 억 2,000 만 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다

이전의 NY Green Bank 투자, 840 개 가구에 태양열을 추가하고 5 개 카운티에 풍력 터빈
건설을 추가하다; 프로젝트들이 탄소 배출을 거의 300 만 메트릭 톤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6,200 여개의 주거용 옥상 태양열 설치를
포함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로 2 억 2,000 만 달러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네
건의 NY Green Bank 거래가 마감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Y Green Bank 투자는
또한 상업용 및 산업용 이용자들을 위해 8 곳의 지상 설치용 태양열 설치기와 400 건의
주거용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기후 변화와 싸우고 주의 경제를 키울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데 전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가 2030 년까지 50%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계속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2014 년 이후, NY Green Bank 는 입증할 수 있는 발전을 이뤄쟀고,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시작하였으며 뉴욕주에 투자되는 또 다른 민간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했던 마감 사항들과 함께 새로운 NY Green Bank 거래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민간부문 파이낸싱 증가를 촉진하여 주지사의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NYS 의 Energy and Finance 의장인 Richard Kauffman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재원조달의 간득을 메우기 위해 NY Green Bank 과 민간부문 파트너들의 협력은 이미
뉴욕주에서 청정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 떠오르는 그리고 발전하는 청정에너지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NY Green Bank 의 거래는 이미 더 큰
규모의 민간 시장 참여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더 비싼 청정에너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나고 개발업체가 더 큰 전력 구매 계약, 리스 및
융자라는 협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냄에 따라(이는 자산유동화 채권의 담보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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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그룹의 제도권 투자가들이 자산군(asset class)에 투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 비용의 하락을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이자 납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밖에도, NY Green Bank 의 국영기업들(이는 어디서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음)과의 거래 참여로 뉴욕주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프로젝트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NY Green Bank 거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NY Green Bank 는 세계적인 스페셜리스트 은행 겸 자산 관리사인 Investec 이
이끄는 금융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3 억 4,000 만 달러를
미국 최대 주거 전용 태양열 회사인 Sunrun 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Sunrun 은
무비용 또는 약간의 선불비용으로 주택보유자에게 적정 가격대의 청정에너지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주거용 태양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unrun 은
주택보유자의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계, 설치, 금융지원, 보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해주고, 가족들은 20 년 이상 예상 가능한 가격을 받습니다. NY Green
Bank 의 거래 참여로 뉴욕주에서 태양열 프로젝트 개발에 최대 1 억 4,000 만
달러가 창출될 것입니다.
NY Green Bank 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국립 SFC(specialty
finance company)인 Solar Mosaic 에게 최대 2 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해
현재 독일의 DZ Bank 와의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Solar Mosaic 은
주택보유자들에게 계약금 없는 태양열 자금조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문회사인 Guggenheim Partners 의 투자 은행업 및 자본시장인
Guggenheim Securities LLC 는 거래 신용의 단독 주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신용이란 태양열 융자 포트폴리오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신용 라인과
유사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거래로 뉴욕주의 새로운 주거용 옥상 태양열
프로젝트로 최대 4,000 만 달러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NY Green Bank 와 BQ Energy 는 스케일 및/또는 공공신용평가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제한적인 업체들에게 태양열 이용을 확대할 건설 및 후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는 표준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BQ Energy 는 대개 다른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양 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Poughkeepsie 에
본부를 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회사입니다. 이 계약에 따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뉴욕 Patterson 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3,000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로, 각기
표준화된 서류와 신용 보증 접근으로 이익을 볼 것입니다.

•

NY Green Bank 는 현재 뉴욕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Sealed
Inc.와 뉴욕주에 있는 총 400 명의 주택보유자들에게 총 750 만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업그레이드 금융 비용을 제공하는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뉴욕주에서 Sealed 의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뉴욕을
기반으로 한 계약자 네트워크를 강화 및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Seale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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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보장된 절감분에서 개선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주택보유자들에게 가정용 에너지를 개선을 더욱 쉽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갭을 메워주는 혁신적인 “Pay-As-You-Save”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NY Green Bank 는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기관(NYSERDA)의 한 부서입니다.
NYSERDA 의 사장 겸 CEO 인 John B. Rhode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REV 전략의 핵심 사항인 NY Green Bank 는 뉴욕주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금융조달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이고
반복 가능한 거래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덜 비싼 에너지를 더 크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NY Green Bank 의 사장인 Alfred Griff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래는
뉴욕 주택보유자와 기업들을 위해 에너지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덜 비싸게 해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NY Green Bank 가 촉진하는 사항들로 뉴욕을 기반으로 한
계약업체들과 설치업체들은 뉴욕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청정에너지 선택권을 제공하여
사세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 Green Bank 거래는 각기 포트폴리오의 표준화와
규모 조정을 이끄는 파이낸싱 구조를 활용하여 더 큰 민간 시장 참여를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더 넓고 덜 비싼 청정에너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 외에도 NY Green Bank 가 이전에 발표한 거래로 인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들은 다음을 포함해 거래를 종료한 이후 뉴욕주에서 청정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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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Solar: 롱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한 이 기업은 840 개 주택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고, 50 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롱아일랜드를 넘어서 뉴욕 지역으로 사세를
확장하였습니다.
United Wind: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한 이 기업은 내년에 20 명의 직원들을 두배로
고용할 예정이고, 2018 년까지 현재의 인원을 세 배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민간 투자로 2 억달러를 넘는 세 차례의 자본 조달 활동을
했고, Wayne, Livingston, Genesee, Cayuga, Wyoming 카운티에서 터빈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Renew Financial: 이 회사는 ReHome New York 융자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위해
뉴욕의 139 개 장소에서 100 여개의 계약업체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과 집에서 즉신 수락하는 방식을 제공하여 뉴욕주에서
가정용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Energy Improvement Corporation (EIC): 뉴욕주의 많은 주요 카운티와 시들은
Energize NY 의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이니셔티브에 새로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보존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력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네 가지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과 함께 이 네 건의 거래는 뉴욕주에서 평생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을 290 만여 메트릭 톤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17 년 동안 37,000 여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민간부문 개발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 갭에 대응할 솔루션
개발을 위해 NY Green Bank 와의 협력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NY
Green Bank 의 현재의 적극적인 포트폴리오(예, 최종 이행 및 마감 쪽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속도와 당사자들 간의 원칙 상의 합의가 있는 거래)에는 커뮤니티 태양열
발전, 주거 에너지 효율성, 주거용 태양열 발전, 상업용 및 산업용 태양열 발전; 시,
대학교, 학교 및 병원 에너지 효율성, 마이크로그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Y Green Bank 소개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국(NYSERDA)의 한 분과인 NY Green Bank 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배치를 막는 시장 장벽과 금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10 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특수금융기관입니다. NY Green Bank 는 청정에너지 시장
성장과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자 부담자들에게는 징수요금을 줄여주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 뉴욕주가 약속한 10 년 기한의 50 억 달러를 지원하는 Clean Energy
Fund(CEF)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reenbank.ny.gov)를
참조하십시오.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에너지 비전 개혁(REV: 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
경제를 견인하려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REV 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 등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30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국
전력 수요의 50%를 생성함으로써 모든 뉴욕시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탄력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REV 는 에너지 효율로 해당 에너지 비용을
영구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105,000 개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활성화된 전국
태양광 시장에서 600%의 성장을 이끌어냈고, 제조, 엔지니어링 및 기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REV 는 뉴욕주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 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 년까지 80%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주지사의 50 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 REV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ny.gov/REV4NY 를 방문하거나 @REV4NY 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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