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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수 백만 명의 뉴욕주민들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접근성 확대를 발표하다

재생자원 공유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민들 및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 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새로운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5년도 State of Opportunity Agenda, 공유
재생자원(Shared Renewables)은 보다 건강하고 단합된 커뮤니티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인, 주택보유자, 저소득 거주자, 학교 및 소상공인들에게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유 재생자원 프로젝트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에게 지역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을 보호하고 우편번호 또는 수입과 상관 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다 깨끗하고 푸르른 뉴욕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재생 자원은 이미 뉴욕주 전역에 광범위한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치된 태양열 용량도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300%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뉴욕주민들은 임대 주택에 살고, 아파트에 살거나, 태양열 전지판이나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을 설치하는 데 부적합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 재생자원 프로젝트(커뮤니티 분산전원이라고도 함)에 따라 고객들은 지역 태양열,
풍력, 기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이점을 공유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생산은 월 유틸리티 청구서에 공제액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공유 재생자원의 첫
단계는 저소득 고객 참여와 현지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력망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기 생산을 민주화하면 개인과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에너지 미래를 컨트롤하고 태양열
및 기타 재생자원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점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의 Richard Kauffman 회장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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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에너지 비전 개혁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결과로, 뉴욕주는 수 백만 명의 주민,
학교, 소상공인들에게 처음으로 재생 전기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진보적인
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Cuomo 주지사의 REV 프로젝트는 유틸리티 산업을 현대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주도적인 방법을 통해 오늘날 전력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Audrey Zibel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REV 프로젝트에 따라, 공유 재생에너지가 소비자들을 재생 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저 비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 재생에너지는 자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일반 1주택 소유 고객들과 동일한 바탕 위에 올려놓고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및 중소득 가정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 10월 19일에서 2016년 4월 30일에 이르는 공유 재생에너지 첫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특정 REV 목표 중 하나, 즉 더 큰 전력망에 가장 큰 입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분산 전력을 배치하거나, 참가자 중 최소 20%가 저소득 및 중소득
고객으로 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유틸리티 서비스 지역에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틸리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REV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유 절약분 또는 수익분을 허용하여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두 번째 단계에서
커뮤니티 분배 전력 생산에 저소득 고객의 참여를 꾸준히 유도해내는 방법을 결정할
공동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많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 거주자들은 공유 태양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자들을 대신해 프로젝트 조직을 맡아 운영할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스폰서란 개발업자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건물 거주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커뮤니티, 또는 프로젝트
스폰서로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http://www.ny-sun.ny.gov/Community-Solar를 방문하시고, 현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자원을 받으려면 등록하십시오.

에너지 비전 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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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에 의거 뉴욕주는 청정 에너지 혁신을 추진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더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 개혁은 우리의 전력망, 재설계 프로그램 및
전략의 핵심에 청정 에너지를 통합하여, 주 전역의 공공 시설 및 운영에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과 능동적 리더십을 발굴하기 위한 획기적 규제
개혁을 포함합니다. 에너지 비전 개혁으로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회를 자극할
규모로 가동되는 역동적인 청정 에너지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 및 기타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비전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출범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들로는 NY Sun, NY
Green Bank, NY Prize, K-Solar 및 저소득 커뮤니티의 에너지 감당성을 개선하는 노력
등이 있습니다.
RE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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