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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기후 주간 동안 미드 허드슨 지역에 설치된 주 최초의 이볼브 뉴욕 

고속 전기자동차 충전 허브 발표 

  

주 전역 이볼브 뉴욕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고 고속 충전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들어 

  

전기자동차 선택을 장려하고, 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주정부의 탄소 없는 

경제로의 이동 가속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에 설치된 뉴욕 최초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급속 충전 허브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의 이볼브 

뉴욕(EVolve 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성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니셔티브는 운전자들에게 빠르고 쉬우며 편리한 충전 옵션을 제공하여 

전기자동차 선택을 적극적으로 가속합니다. 네 개의 직접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s)는 더치스 카운티 내 라그레인지빌(LaGrangeville)의 탑스 프렌들리 

마켓(Tops Friendly Markets)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4개의 새로운 충전기는 2025년까지 

주요 여행 회랑과 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주 전체의 이볼브 뉴욕 충전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행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장려하고 주정부가 온실가스 오염의 가장 큰 

원천으로 알려진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까지 

50,000개 이상의 충전소 배치를 가속화하고 전기자동차의 범위를 늘리는 "전기자동차 

준비(EV Make Ready)" 이니셔티브가 7월에 발표됨에 따라, 오늘의 이볼브 발표는 운송 

부문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 주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85% 줄이는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인 계획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더 깨끗한 운송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인프라의 가속화를 위해 국가를 선도하는 노력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 충전소는 전기자동차를 더욱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뉴욕의 내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뉴욕의 미래를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기후 주간(Climate Week) 동안 

주 최초의 이볼브 뉴욕 고속 전기자동차 충전 허브가 발표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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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연료 비용을 크게 절감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볼브 

뉴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에 더 많은 충전소를 구축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인 구축을 계속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새 설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충전소 수를 늘려서 전기차 채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지사의 성공적인 충전 뉴욕(Charge NY) 프로그램을 더욱 진행하며, 

2021년 말까지 최소한 10,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목표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전기화 노력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협력하여 주가 작년 7월에 

서명된 법안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명시된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교통수단 사용을 장려한다는 뉴욕주의 종합 공약으로, 뉴욕주는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의 국가적 리더이자 충전 인프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볼브 뉴욕 및 전기자동차 준비와 결합하여,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 및 배치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은 2021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0개 

설치, 202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방출 차량 850,000대를 달성하는 Cuomo 주지사의 

충전 뉴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3,5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어 25,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7월에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승인한 

"준비" 명령은 신규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15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의 자금을 활용하여 26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이익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많은 충전소를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확대된 전기자동차 

사용을 지원할 것이며, 2025년까지 50,000개 이상의 충전기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몇 달간 이볼브 뉴욕 네트워크에 추가될 다섯 개의 허브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1년 말까지 이볼브 뉴욕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는 뉴욕의 주요 교통 통로를 따른 

50개 위치의 200개의 충전기가 포함될 예정이며 버펄로에서 뉴욕시까지의 주요 도시 

허브도 포함됩니다. 2022년 말까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이볼브 뉴욕은 뉴욕주가 Cuomo 주지사의 야심찬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의 각 열 

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지역에 추가 고속 

충전 스테이션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볼브 뉴욕은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시켜 2025년까지 주 전체에 최소 800개의 새로운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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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운송을 전기화하고 주 전역의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운전자에게 현실적인 옵션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핵심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의 이볼브 뉴욕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주요 장소에 

고속 충전기를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20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은 전기자동차가 더 

광범위하게 선택될 수 있는 주요 격차를 해소하여 운전자가 더욱 쉽고 현실적으로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벨 2(Level 2)" 공용 충전기는 

완전 충전을 위해 최대 6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일하거나 쇼핑하는 동안 또는 

집이나 직장에서 충전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라그레인지빌 Jon J. Wagner 길(Jon J. Wagner Way)의 탑스 프렌들리 마켓에 네 개의 

이볼브 뉴욕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를 준수하는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John Perso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스는 뉴욕 

전력청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환경을 인지하며 편리한 충전 옵션을 라그레인지빌에 

위치한 우리의 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탑스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사명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환경 낭비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라그레인지 타운 슈퍼바이저 Alan B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충전기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대중이 전기자동차 이용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타코닉 파크웨이(Taconic Parkway) 회랑을 따라 이 지역을 통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주 및 탑스 시장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위치는 고속 

충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탑스 슈퍼마켓과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 전력청은 2018년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볼브 뉴욕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주요 교통 회랑을 따라 고속 충전소를 확장하고 주요 도시와 공항에 새로운 충전 허브를 

만들며, 주민들에게 전기 자동차로 전향하도록 장려하는 전기자동차 친화적인 모범 

지역사회를 구축합니다. 

  

건설을 감독한 베르덱(Verdek)의 최고경영자인 Guy Mann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르덱 그린 테크놀로지(Verdek Green Technologies )는 이볼브 뉴욕 

최초의 초고속 충전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항하여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뉴욕주는 분명 

친환경적인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이비비(ABB)의 북미 전기자동차 인프라 사업 디렉터인 Bob Stojanovic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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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에이비비의 업계 최고의 테라 HP(Terra HP) 고성능 충전기를 

통해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소를 발전시켜 차량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진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이러한 고성능 충전 허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에 해결하여 뉴욕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전기자동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그린로트(Greenlots)의 최고 커머셜 책임자인 

Jeff Toln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볼브 뉴욕 프로그램은 다른 주의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린롯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파트너 중 하나이며 뉴욕의 운전자가 전기 운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 전력청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그레인지빌 이볼브 뉴욕 고속 충전기 및 기타 새로운 충전기에 대한 

정보는 플러그셰어(PlugShare) 에서 또는 차지웨이(Chargeway)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소개 

뉴욕 전력청은 16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Twitter) @NYPAenerg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더욱 강하게 재건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이상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의 기후 대책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 이상이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plugshare.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3ebZqA3uYT3EWi3PrSDtFf5zCLf4Utd_anG2OWNFw8&s=AIFcwrBp4pDddX24kL_heWO9PD2jpVPByWmwBew5eVY&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plugshare.com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3ebZqA3uYT3EWi3PrSDtFf5zCLf4Utd_anG2OWNFw8&s=AIFcwrBp4pDddX24kL_heWO9PD2jpVPByWmwBew5eVY&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chargeway.net_mobile-2Dapp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3ebZqA3uYT3EWi3PrSDtFf5zCLf4Utd_anG2OWNFw8&s=NjudwTn_Vi0wxTvzjC6kqILRQt3N1s35QvT9fhRp-rY&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chargeway.net_mobile-2Dapp_&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7eoRi_0ZR0e-GhXT_5b1tJa4Ct_Hu3-GSRP8YfW-TkU&m=J3ebZqA3uYT3EWi3PrSDtFf5zCLf4Utd_anG2OWNFw8&s=NjudwTn_Vi0wxTvzjC6kqILRQt3N1s35QvT9fhRp-rY&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253A-252F-252Fwww.nypa.gov-252F-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AU5Ar5Jy0714OgTvqnxRdQz0EqhvWkaCqhlAwnDmmIU&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8ce1ylgR8Yq1Yr8X1RciDEr7ooQ2ma90_8BI-l_NyeE&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twitter.com-252F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v3ecZ9MuCwmbeyhsIgqXVisor5X06oX3mWLOcFxCIBE&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U1cpYZlbBNvmx7PaocX3UHduN9wa7TPZzG5haLes9tQ&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twitter.com-252F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v3ecZ9MuCwmbeyhsIgqXVisor5X06oX3mWLOcFxCIBE&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U1cpYZlbBNvmx7PaocX3UHduN9wa7TPZzG5haLes9tQ&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www.facebook.com-252F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AYFPRrPRo6PhwcPqZ-5FyiXRMDX2EsDY7EFHHpAz2AF18&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wH9DwAywi-KRHAB-qeamwvVwKDmHlzw4OGDE6309klw&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www.facebook.com-252F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AYFPRrPRo6PhwcPqZ-5FyiXRMDX2EsDY7EFHHpAz2AF18&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wH9DwAywi-KRHAB-qeamwvVwKDmHlzw4OGDE6309klw&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253A-252F-252Finstagram.com-252F-2523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zLpqEmaN3iff17VRhfOCU3LTgAQzqP3AuE7yyrYvlAg&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24FN3JOMMLoAbyvfkBLZz1g4GJFpZWMDfn0LMg10Bxc&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253A-252F-252Finstagram.com-252F-2523nypaenerg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zLpqEmaN3iff17VRhfOCU3LTgAQzqP3AuE7yyrYvlAg&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24FN3JOMMLoAbyvfkBLZz1g4GJFpZWMDfn0LMg10Bxc&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nypaenergy.tumblr.com-252F-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rg7IeKTW7Vj-5Fz8RLKQiLfGPdLapa7pLYXi71F9WToX4&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OghoQbkj49TK1Xi6f5Yft5gsxgkrJWUMr63AbHMoc2s&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s-253A-252F-252Fnypaenergy.tumblr.com-252F-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rg7IeKTW7Vj-5Fz8RLKQiLfGPdLapa7pLYXi71F9WToX4&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OghoQbkj49TK1Xi6f5Yft5gsxgkrJWUMr63AbHMoc2s&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253A-252F-252Fwww.linkedin.com-252Fcompany-252Fnew-2Dyork-2Dpower-2Dauthorit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6PR7QS5EonT9-2DQzVWF55MVxPkvqc2UhoPkwntQYpEvc&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yFha30bHtNVDSxdaMQPDlxIYhssEQpQCliGpbfRA85E&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link.email.dynect.net_link.php-3FDynEngagement-3Dtrue-26H-3Ds8mq-252BFF8Y8J-252F7-252FXrLp5ygdcwMPrxjsUdQBMch4EEnHhpCCjF3-252FNlfEP4wnzcsfUuFjVNbzE7V9FL6Xx26h5jUdTGSy97nfFpsMb-252F0TvpBa-252BCuACj9p9XNQfF0oF41bxg-26G-3D0-26R-3Dhttp-253A-252F-252Fwww.linkedin.com-252Fcompany-252Fnew-2Dyork-2Dpower-2Dauthority-26I-3D20170816123708.000000199082-2540mail6-2D34-2Dusnbn1-26X-3DMHwxMDQ2NzU4OjU5OTQzYzcwOGY4YjI5OWJlMWQ1YjBhYzs-253D-26S-3D6PR7QS5EonT9-2DQzVWF55MVxPkvqc2UhoPkwntQYpEvc&d=DwMFaQ&c=7ytEQYGYryRPQxlWLDrn2g&r=vy1LIIjXHA5sC1XFYEPcLZbSVKPkcCMOT__rujAN8S8&m=y-27w6zu_k3h9EJu4t3qbtUEjUH6znqIL12AXuAvsEI&s=yFha30bHtNVDSxdaMQPDlxIYhssEQpQCliGpbfRA85E&e=#_blank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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