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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JFK 공항에서 노스이스트에서 가장 큰 공공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소 

운영 시작 발표  

  

공항 충전 허브에서 전기차 이용자, 버스, 택시 및 차량 공유 운전자는 더욱 편리하고 

빠른 충전 가능  

  

뉴욕 전력청 및 뉴욕뉴저지항만청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뉴욕주의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 노력 지원 

 

충전소 사진은 여기 및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이스트에서 가장 큰 공공 급속 충전소가 퀸즈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전기 10대가 설치된 충전소는 JFK 및 라구아디아(LaGuardia) 공항 

전역에서 전기 자동차 기술 통합을 통해 뉴욕주의 탄소 발자국을 감축 및 공기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현재 모든 급속 충전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모델과 호환되는 EV 충전 허브는 운송 

부문 탈탄소화를 비롯해, 주지사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목표 중 하나인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85 퍼센트 감축 달성을 지원하여, 뉴욕주가 청정 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전기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는 직접 배출량을 줄이고 더욱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 온실가스 감축은 역사적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우선 순위 과제이며, JFK의 새로운 급속 충전소 설치를 

비롯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DCFC) 허브는 현지의 EV 운전자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증가하는 뉴욕시 전기 택시 

및 공유 차량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 많은 이동자들이 

EV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주요한 이동 경로 및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뉴욕주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d3de95f-82a6d018-dd3f106a-000babd9fa3f-a042c06227eceacb&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nypa.gov%2F-%2Fmedia%2Fnypa%2Fimages%2Fcontent-images%2Fnews%2FJFK-Airport-largest-public-EV-fast-charging-station-ima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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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 이볼브 뉴욕(EVolve NY)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습니다.  

  

반 위크 고속도로(Van Wyck Expressway)에서 JFK 공항 메인 터미널로 이동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웨스트 셀 폰 주차장(West Cell Phone Parking Lot) 북동쪽 코너에 고속 

150kW 충전기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공유 차량, 택시 및 항만청 소속 

EV 운송 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 충전기 설치에 앞서 이미 공항 내에 

위치해 있는 실내 주차 공간에 중속(2단계) 충전기가 추가되었으며 낮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DCFC 공공 충전 사이트에는 4개의 테슬라(Tesla) 어댑터가 

설치되어 허브에서 급속 충전식 전기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있으며, 이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미 운전자와 공유 차량 

서비스 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국제공항의 대규모 주차장보다 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NYPA와 항만청의 이러한 전기화 노력은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기후 리더십 목표 일체를 지지합니다."  

 

또한 NYPA는 승객과 직원을 항공 터미널과 주차장 간에 운송하기 위해 항만청 소속 

전기 버스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접한 부지에 4개의 새로운 62.5 kW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디젤 버스 교체는 운송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공항 주변 

지역의 공기 및 소음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만청은 최근 JFK, 라구아디아 및 뉴어크(Newark) 공항 구간을 오가는 버스 36대로 

구성된 이스트 코스트 최대 규모의 공항 전기 버스 유닛을 완성했습니다. 해당 유닛에는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로 구매한 12개의 버스가 포함되며 이 버스들은 JFK를 운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감축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항만청은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차량도 모두 전기화하고 있습니다.  

  

Rick Cotton 항만청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 공항은 전 세계와 연결된 

국제적인 통로이며, 노스이스트에 가장 큰 공공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허브를 설치한 

것은 위치적으로 매우 이상적이며,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준수에 

대한 항만청의 노력을 보여니다. JFK에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10대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됨으로써, Cuomo 주지사의 청정 운송 목표 달성 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항만청은 적극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한층 노력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YPA와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설치는 주지사의 "메이크 레디(Make Ready)" 프로그램에 이어 추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의 자금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50,000개 이상의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d5eb8ce-b2c58189-ed5c41fb-000babd9fa3f-f1bb8c8d75433dae&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3A%2F%2Fwww.nypa.gov%2Fevolv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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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주요 장소에 EV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화 노력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협력하여 CLCPA에 

명시된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PA의 첫 번째 이볼브 뉴욕 허브는 최근 미드 허드슨 밸리의 라그랑빌, 노스 컨트리의 

워터 타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페어포트, 말론, 슈룬 

레이크(Schroon Lake) 등 세 곳의 추가 충전소가 이번주 운영을 시작하여 주 전역의 EV 

운전자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2021년 말까지 이볼브 뉴욕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는 뉴욕의 주요 교통 통로를 따른 50개 장소에 위치한 최대 200개의 고속 

충전기가 포함될 예정이며 버펄로에서 뉴욕시까지의 주요 도심 장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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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장착된 충전 장비 및 차량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충전 시간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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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A은 이볼브 뉴욕(EVolve NY)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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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볼브 뉴욕은 2020년까지 6개소에 충전기 25개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NYPA는 라구아디아 공항에 전기 버스용 차량 충전 장비를 개발 및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완공된 프로젝트에는 #10번 주차장에 6개의 차지 포인트(Charge Point) 

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충전소는 터미널을 오가는 승객과 

직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FK, 라구아디아,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의 항만청 

소속 모든 공항 전기 셔틀 버스를 지원하며, 매년 1,6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EV 커넥트(EV Connect)는 공공 충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입니다. JFK 공항의 셀 폰 주차장에 위치한 공공 고속 충전기는 EV 커넥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EV 커넥트 모바일 앱이나 신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V 커넥트의 Patrick Macdonald-King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V 커넥트는 

업계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로드 관리 역량, 고객 지원 능력을 활용하여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FK에서 NYPA를 

지원하여 고객을 위해 고급 EV 충전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69ae4c0-f901dd87-a6981df5-000babd9fa3f-1cd9cb879e6083e9&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3A%2F%2Fwww.nypa.gov%2Fevolv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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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볼브 뉴욕 충전기에 대한 정보는 플러그쉐어(PlugShare)구글 맵(Google Maps) 

또는 차지웨이(Chargeway)앱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YPA 소개 

뉴욕 전력청(NYPA)은 16곳의 발전 시설과 1,400 마일이 넘는 송전선을 관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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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NYPA는 주정부의 세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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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항만청 소개  

1921년에 설립된 뉴욕뉴저지항만청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및 무역 인프라 자산 

다수를 구축, 운영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지상, 철도 및 항구 시설 등으로 구성된 

항만청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가장 이용량이 많은 시설 중 하나이며, 550,00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임금 규모는 230억 달러, 연간 경제 활동 규모는 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항만청은 또한 16에이커 규모의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곳에 위치 1,776피트 높이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는 현재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항만청은 뉴욕주, 

뉴저지주, 뉴욕시의 세금 지원 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항만청은 시설 부지 

확보, 건설, 개선공사 등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자체 자본금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나우 어라이빙(Now Arriving) 블로그 최신 사항 등은 http://www.panynj.gov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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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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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80c6d39-a797547e-f80e940c-000babd9fa3f-573f40464d9f76c4&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plugshar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80c6d39-a797547e-f80e940c-000babd9fa3f-573f40464d9f76c4&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plugshar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052caa8-7fc9f3ef-2050339d-000babd9fa3f-47ad350b043cee53&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chargeway.net%2Fmobile-app%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052caa8-7fc9f3ef-2050339d-000babd9fa3f-47ad350b043cee53&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chargeway.net%2Fmobile-app%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482006b-fb19392c-a480f95e-000babd9fa3f-e20c88f9b80d86ce&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nypa.gov%2F
https://twitter.com/nypaenergy
https://twitter.com/nypaenerg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001f7c4-1f9ace83-40030ef1-000babd9fa3f-6f649a88b78dcb7f&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PAEnerg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001f7c4-1f9ace83-40030ef1-000babd9fa3f-6f649a88b78dcb7f&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PAEnergy
https://www.instagram.com/nypaenergy/
https://www.instagram.com/nypaenerg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9119834-768aa173-29136101-000babd9fa3f-950f968a6cfc47be&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nypaenergy.tumblr.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9119834-768aa173-29136101-000babd9fa3f-950f968a6cfc47be&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s%3A%2F%2Fnypaenergy.tumblr.com%2F
https://www.linkedin.com/company/new-york-power-authority
https://www.linkedin.com/company/new-york-power-authorit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32388a7-7cb8b1e0-23217192-000babd9fa3f-e06d677298bac321&q=1&e=67ea55df-0d5e-4106-9794-a09e6750f692&u=http%3A%2F%2Fwww.panynj.gov%2F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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