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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공 및 민간 장소용 첫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리베이트 개시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에 따라 아파트 건물, 일터, 쇼핑몰, 기타 공공 지역에
설치 시 500 만 달러 이용 가능
새 계획은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려는 주지사의 야심찬
청정에너지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터, 사무실 건물, 다세대 아파트 건물, 영화관,
쇼핑몰, 공원, 소매점 같은 공공 장소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첫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500 만 달러가 이용 가능함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이용을 위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주지사의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청정 교통 수단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계속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확장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이 더욱 합리적 가격으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용성을
확장하고 전기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설치 계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은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는 기금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아파트 건물, 기타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 받는 첫 리베이트의 일환인 이
기금은 우리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지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관리하는 새로운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 계획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건물주, 자치 단체들, 비영리 기관들이 레벨 2(Level 2) 충전소를

설치할 때마다 4,000 달러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설치 비용과 충전소 모델에 따라
설치자는 일반 총 설치 비용의 80 퍼센트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레벨 2(Level 2)
충전소는 자동차 충전 시간마다 전기 주행거리의 25 마일까지 제공합니다. 충전소는
다음 유형의 지역 중 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
•

공공 주차장: 최소 10 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며 최소 일주일에 5 일, 하루에
12 시간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예시에는 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 소매점 주차장, 쇼핑몰, 식당, 공원, 대중 교통역,
학교, 기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터: 일터나 주변에서 최소 15 명의 직원이 주로 이용하는 최소 10 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에는 사무실 건물, 대학교, 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 건물, 콘도, 주택 조합 등 5 개 이상의 세대가 있는 건물에서
주로 이용하는 최소 8 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의 Richard Kau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종합적인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를 주
전역에 만들어 대중교통 부문의 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부문입니다. 뉴욕은 주 전역의 청정 교통 기술 및 배치
분야에서 빠르게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출량 감소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청장인 Alicia Barto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 같은 계획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주민들이 우리
주에서 벌어지는 청정 교통 혁명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청정차량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와 함께 이 계획은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더 깨끗한 교통수단 방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배출을 줄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전기차 충전망을 발전시키는 것은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뉴욕주가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더욱 다가가도록 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볼브 뉴욕(EVolve NY)
전기차 계획은 인프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과 함께 계속 노력하여 주 전역에서 우리의 일터 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과 비영리 기관이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 리베이트는 뉴욕주의 충전소 설치용 50 퍼센트
세액공제 정책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서 받는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 리베이트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기타 주 기관에서 제공하는 뉴욕주 충전소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 부문은 뉴욕주에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그 결과, 주는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차 확대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차량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계획은 새 전기차
또는 임대 전기차를 얻는 뉴욕 거주민들에게 2,000 달러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을 시작한 이래 9,000 명 이상의 뉴욕 거주민들이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는 총
1,200 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주지사의 차지 뉴욕(Charge NY) 2.0 계획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1 년까지 뉴욕 전역에 최소 10,000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여 청정 차량들이 주 전역을
이동하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주지사의
차지 뉴욕(Charge NY) 계획에 기반합니다. 이는 2013 년에 개시되었으며 2018 년
말까지 도로에서 30,000 에서 40,000 대의 전기차를 운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단체가 리베이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주지사는 2 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주요 교통 통로와 뉴욕시 공항에서
전기차 채택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고속 충전소를 확대하는 공약입니다.
지역 충전소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는 뉴욕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웹사이트 www.nyserda.ny.gov 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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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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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태양열 시장 성장률 약
1,000%를 달성하고 저소득층 고객 165 만 명의 에너지 경제성 향상, 제조, 엔지니어링 및
기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
뉴욕주가 2030 년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퍼센트 줄이고,
2050 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 80 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 억 달러 투자를

비롯하여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rev.ny.gov 를 방문하시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등에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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