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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 제 2차 라운드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850 개의 태양광 프로젝트(SOLAR PROJECT)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뉴욕-선 프로그램(NY-Sun Initiative)에 따라 주민과 기업들을 위해 290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약 효과를 거둔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 최초의 두 라운드  

  

뉴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 퍼센트를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에서 

충당하려는 뉴욕주의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별로 조직된 “솔러라이즈(Solarize)” 캠페인의 

제 2차 라운드를 통해 850 개의 태양광 프로젝트(solar projects)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2월 주지사가 출범시킨 뉴욕의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program)은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지원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려면 2030년까지 뉴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 퍼센트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전례없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들이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소비자 비용을 줄이면서 향후 뉴욕에서 꽃피울 청정 

에너지 경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솔러라이즈 브라운스빌(Solarize Brownsville)”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 채가 

넘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러라이즈 브라운스빌(Solarize Brownsville)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 지역 주민, 선정된 태양광 설치 업체가 함께 태양광 발전이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추진력을 바탕으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과 경제 성장 센터(Center 

for Economic Growth)는 제조업체들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번째 주정부 지원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공동 구매 계약(joint purchasing arrangements)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도 지역에서 잠재적인 태양광 고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2015년과 2016년의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program) 

최초의 두 라운드에서 기술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7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1차 

및 2차 라운드의 프로젝트를 통해 총 13.46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참가자의 구입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여 총액 약 29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설치 당 평균 1,743 달러를 절약한 셈입니다.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 활동과 교육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의 참여자들을 포함한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 고객 그룹을 

모집하여 고객이 경쟁적이고 투명한 가격을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 회사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기업 등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이 캠페인을 

관리합니다.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에 참여한 지역사회는 태양광 패널의 

조달 및 설치를 단순화한 공동 구매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계획 및 지원 활동 기간 등을 포함하여 6 개월에서 9 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마케팅 활동을 간소화하며 고객을 모집하는 활동을 

통해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은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보다 사용하기 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역별 지역사회 캠페인의 제 2차 라운드:  

  

지역  캠페인 수  위치/이름  
전체 

프로젝트/킬로와트(KW)  
  

주도 지역  4  

솔러라이즈 올버니(Solarize Albany), 

솔러라이즈 스키넥터디 

카운티(Solarize Schenectady 

County), 솔러라이즈 7+(Solarize 

7+), 솔러라이즈 컬럼비아 

카운티(Solarize Columbia County)  

53 프로젝트/391 

킬로와트  
  



센트럴 

뉴욕  
5  

솔러라이즈 센트럴 뉴욕(Solarize 

CNY):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오논다가, 오스위고  

7 프로젝트/60 킬로와트    

핑거 

레이크스  
2  

솔러라이즈 더 플라워 시티(Solarize 

the Flower City), 솔라 

올리언즈(Solar Orleans)  

53 프로젝트/486 

킬로와트  
  

롱아일랜드  2  

솔러라이즈 노스 헴스테드(Solarize 

North Hempstead), 트라이-

에너지(Tri-Energy)  

27 프로젝트/161 

킬로와트  
  

미드 

허드슨 

밸리  

5  

솔러라이즈 설리번(Solarize 

Sullivan), 솔러라이즈 

와핑거스(Solarize Wappingers), 

솔러라이즈 노던 더치스(Solarize 

Northern Dutchess), 솔러라이즈 

소거티스(Solarize Saugerties), 

솔러라이즈 나이액 플러스(Solarize 

Nyack Plus); 솔러라이즈 

헤이스팅스-돕스 페리(Solarize 

Hastings-Dobbs Ferry); 솔러라이즈 

라이 브룩(Solarize Rye Brook); 

솔러라이즈 소머즈-뉴캐슬(Solarize 

Somers-New Castle); 솔러라이즈 

테리타운(Solarize Tarrytown)  

395 프로젝트/3,146 

킬로와트  
  

뉴욕시  5  

솔러라이즈 브라운스빌(Solarize 

Brownsville), 솔러라이즈 브루클린 

CB6(Solarize Brooklyn CB6), 센트럴 

브루클린 커뮤니티 솔라 

캠페인(Central Brooklyn Community 

Solar Campaign), 솔러라이즈 

LES(Solarize LES), 위 액트 솔라(We 

Act Solar)  

202 프로젝트/996 

킬로와트  
  

노스 

컨트리  
3  

솔러라이즈 오그덴스버그(Solarize 

Ogdensburg), 솔러라이즈 애디론댁 

코스트(Solarize Adirondack Coast), 

솔러라이즈 트라이-

레이크스(Solarize Tri-Lakes)  

40 프로젝트/336 

킬로와트  
  

서던 티어  1  고잉솔라!(GoingSolar!)  
30 프로젝트/273 

킬로와트  
  



웨스턴 

뉴욕  
1  솔라 셔터쿼(Solar Chautauqua)  

43 프로젝트/332 

킬로와트  
  

  

  

이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program)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발판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사회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캠페인의 제 3차 라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양을 늘리는 정책으로 

성장시켜서 뉴욕주를 지속 가능하고 자급 자족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의 일환인 뉴욕-선 프로그램(NY-Sun program)에 따라 펼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뉴욕주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전기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80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한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 State)의 Richard L. 

Kau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은 

지역사회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종합적인 뉴욕-선 

프로그램(NY-Sun Initiative)에 따라,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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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솔러라이즈 캠페인(Solarize campaign)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력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미국을 선도하는 Cuomo 주지사님의 에너지 목표를 지원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스트 뉴욕 복원 LDC(East New York Restoration LDC)의 Colette Pe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러라이즈 브라운스빌 캠페인(Solarize Brownsville campaign)의 

성공은 후원 기관들이 오션-힐 브라운스빌과 이스트 뉴욕의 주민들을 담당하면서 맺은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유대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님은 주택 소유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태양광 에너지가 유효하다는 점을 간파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없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레벨 솔라(Level Solar)의 Malcolm Bliss 지역사회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벨 솔라(Level Solar)는 브라운스빌의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설치업체로 선발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뉴욕주가 아주 



성공적으로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program)을 진행시켜 온 점을 축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이렇게 태양광 발전 설치를 가능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지역사회의 현지 활동을 지원해 주신 Latrice Walker 씨, Colette Pean 씨 그리고 다른 

브라운스빌 리더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레벨 솔라(Level Solar)의 

프로그램을 통해 200 명이 넘는 브라운스빌과 오션 힐의 주민들이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깨끗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비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절약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상당히 줄이게 

되었습니다. 레벨 솔라(Level Solar)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의 일환으로, 

브루클린에서 30 개가 넘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시설을 개관했습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계속 수립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시가 태양광 및 기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홍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솔러라이즈 브라운스빌(Solarize Brownsville)’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이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 및 뉴욕주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Roxanne J.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솔러라이즈 

프로그램(Solarize program)은 우리의 생태학적 미래에 확실한 투자를 단행하여 

시도하는 중요한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협력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브라운스빌에서 우리가 성취한 성공을 토대로 꾸준히 

보다 많은 지역사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합시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행성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지 한 걸음의 전진에 

불과합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소위원회(subcommittee on Renewable Energy)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지역사회에 연락하여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offshore wind 

projects) 및 앞으로 발생할 고용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offshore wind)는 업스테이트의 

프로젝트들보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센터에 훨씬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 퍼센트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깨끗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뉴욕주 전 지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800 퍼센트의 성장을 이끌어 냈고 에너지 효율로 105,000개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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