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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전역 정부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15억 

달러를 발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자금을 투자하여 주지사의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NY) 확장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지원: 미국을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향후 7년간 15억 달러의 추가 프로그램 

자금을 주지사의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승인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목표를 뒷받침하며, 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2025년에는 매년 180만의 뉴욕 가정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를 3% 줄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건물들은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앞서야 합니다. 정부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뉴욕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 이사회는 에너지 감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설계, 설치 및 시공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기술 및 재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은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한 대책에 매년 3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뉴욕주 전력청(NYPA)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의 John R.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가 기금은 

전력청(Power Authority)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꾸준한 파이프라인이 향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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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2018년에 주 정부 파트너와 

함께 3억 4천만 달러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주지사의 야심찬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주지사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주 및 지방 정부와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NY) 

아래 협력하여 주 전역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뉴욕에서 청정 에너지 

경제를 더 창출할 것입니다."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NY)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는 고효율 조명 개조, 점유 및 

일광 조명 센서, 건물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일러, 냉각기, 공기 처리 시스템, 열 저장,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시스템, 소화기 가스 시스템, 신흥 에너지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고객의 전체 비용 회수와 함께 선행 기금을 

제공합니다.  

  

지난 20년간 뉴욕주 전력청(NYPA) 이사회는 주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약 40억 달러의 비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수백 개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 NY) 및 

행정명령 88호(Executive Order 88)의 이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20%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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