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청정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 한 교통 버스 전기화 이니셔티브 발표  

  

폭스바겐 합의금 1,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및 5대 대형 운송 사업자에게 기술 지원  

  

주 전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학교 버스에 대해 25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추가 이용 가능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차지 레디 뉴욕 인센티브 확대 및 통합 전기 교통 버스 구매 옵션 

강화  

  

탄소 배출량 감축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국가 선도적 목표 달성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후 변화 대응,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소외된 

지역사회의 청정 교통 수단 접근성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주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에서 전기 버스 수를 늘리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는 대중 교통 기관이 운영하는 전기 버스 확대를 위한 1,64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학교 버스 운영자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 교통 수단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25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전역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따라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공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수단 및 학교 버스의 대규모 전기화 추진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친환경적인 

뉴욕주로 나아가겠다는 야심찬 목표 달성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버스 사업자는 이제 탄소 발자국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유 차량을 현대화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며, 교통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사회가 

보다 깨끗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 Program, 

NYTVIP) 프로그램에 따라,1,640만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Volkswagen) 합의금을 이러한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Truck-Voucher-Program


 

 

운영자 주도 지구 교통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 CDTA),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NFTA), 로체스터-제네시 

지역 교통청(Rochester-Genesee Regional Transit Authority), 서퍽 카운티 교통(Suffolk 

County Transportation),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비라인 버스 시스템(Westchester County 

Bee-Line Bus System) 등 5개 대중 교통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 차량을 100 퍼센트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차량으로 

2035년까지 변경합니다. 해당 목표는  Cuomo 주지사가 2020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따라,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전기 교통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외된 지역사회 0.5 마일 인근까지 버스 노선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지역에 차고를 두는 

조건으로 전기화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 100 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올해 초에 발표 된 NYTVIP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러한 교통 사업자들은 

현재 총 1,300대 이상의 교통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및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업스테이트 및 교외 지역 대규모 교통 사업자 5곳이 전면 전기화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NYSERDA와 NYPA는 경쟁력 있으며, 자격을 갖추어 선별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협력하여 전면 전기화를 추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연구 대상 분야는 대규모 충전 허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 기관 운영 시설 및 주차장, 유틸리티 개선, 노선 기준 충전, 버스 이동 구간 

확대를 위한 고속 충전 수요, 복원 계획, 예비 전력 솔루션 수요 등입니다.  

  

또한 NYTVIP를 통해 주 전역의 학교 버스 운영자에게 25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청정 버스의 구매를 장려합니다. 지원 자금은 소외된 

지역사회 인근을 운영하는 학교 버스를 전면 전기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 100 

퍼센트를 보전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공급자를 통해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또는 신규 청정 전기차 구매 시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따라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일반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은 12월 23일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을 발행했으며, 이는 제조사 및 판매자로부터 

현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교통 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RFI의 마감 기한은 1월 21일이며, 제출된 응답은  대한 응답은 교통 기관이 

운영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및 

하이브리드 버스 구매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됩니다. 주 전역의 교통 기관은 OGS가 RFI 

발행 전, 내용 확정을 지원했으며, 또한 제출된 응답 내용을 검토하여 청정 버스 구매가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https://www.nyserda.ny.gov/ny/disadvantaged-communities
https://www.nyserda.ny.gov/About/Newsroom/2020-Announcements/2020-03-20-DEC-and-NYSERDA-Announce-24-Million-in-Volkswagen-Settlement
https://www.nyserda.ny.gov/ny/disadvantaged-communities
https://www.nyserda.ny.gov/ny/disadvantaged-communities
https://www.nyserda.ny.gov/ny/disadvantaged-communities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Truck-Voucher-Program/For-Vehicle-Dealers
https://ogs.ny.gov/PROCUREMENT/BIDDOCUMENT/23229RFIBID


 

 

NYTVIP는 또한 신규 청정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상업용 트럭을 재생산 하고자하는 

기업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NYTVIP는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협력 하에 NYSERDA가 운영합니다. 6,340만 

달러에 달하는 프로그램 자금은 주정부의 1억 2,770만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합의금 

연방 분할 자금에서 5,340만 달러를 조달헀습니다. 해당 자금은 다수 기관이 참여한 청정 

교통 뉴욕(Clean Transportation NY) 계획을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약 1,000만 

달러의 연방 공기 질 개선 자금이 뉴욕주 교통부에 지원되었습니다. NYSERDA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YTVI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NYSDOT는 업스테이트 교통 차량의 전기화 촉진을 위해 추가로 7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NYSERD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 대행이자 기후 행동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 

공동 의장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교통 및 학교 버스 운영자와 

협력하여 도로에서 더러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퇴출시키고,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및 환경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잇습니다. 모든 

전기 버스에 투자하고 교통 기관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은 Cuomo 주지사가 

모든 뉴욕 주민이 청정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 겸 기후 행동 위원회 공동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뉴욕주의 계속된 청정 에너지 

투자 및 이니셔티브, 기후 행동 위원회의 노력 등을 통해 뉴욕은 우리의 지역사회와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배출원인 운송 부문에서 배출량을 

계속 줄여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배출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한층 

보강합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중 하나는 이용이 

많은 대중 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전기화에 따라 연간 1,7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의 Gil C. Quinones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 교통의 전기화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버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는 특히 주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NYPA는 협력 기관인 NYSERDA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더 많은 시립 버스 서비스를 

https://www.dec.ny.gov/docs/air_pdf/vwcleantransportplan19.pdf
https://www.dec.ny.gov/docs/air_pdf/vwcleantransportplan19.pdf
https://www.dec.ny.gov/docs/air_pdf/vwcleantransportplan19.pdf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Truck-Voucher-Program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배출 차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방법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M.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어젠다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교통 기관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버스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 

서비스청이 이토록 중요한 친환경 이티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취약한 지역사회의 접근성 향상  

이번 발표는 Cuomo 주지사의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 프로그램에 따라 

소외된 지역사회에 설치된 충전 포트 한 곳당 리베이트를 4,500 달러까지 증액하는 것을 

포함하여 올해 뉴욕주가 청정 교통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 건물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공공 주차장, 직장, 아파트 건물 또는 콘도미니엄에 2단계(Level 

2)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합니다. 2단계 충전소는 한 시간 당 자동차가 최대 25 마일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며, 설치자는 리베이트를 통해 일반 설치 총 비용의 

최대 80 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실시된 청정 교통 관련 발표에는 

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 지역사회에 공정한 접근성과 수혜를 보장하기 위해 2억600만 

달러를 배정한 7억 100만 달러 규모의 메이크 레디(Make Ready) 명령, 업스테이트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지역에 고속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목적의 직류 고속 충전소(Direct Current Fast Charger) 프로그램에 

따라 폭스바겐 합의금 중 1,100만 달러 지원 등이 있습니다.이를 통해 충전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이나 충전 인프라 가용성이 떨어지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청정 버스의 성장 시작  

뉴욕은 교통 부문 탈탄화를 위해 주 전역에서 청정 버스의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NYTVIP는 로체스터-제네시 지역 교통청을 지원하여 총 10대 전기 버스 중 5대 

구매를 지원했고, 주도 지구 교통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4대의 전기차 중 3대를 

구매했습니다. 톰킨스 통합 구역 교통(Tompkins Consolidated Area Transit) 및 뉴욕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 기타 교통 운영ㅈ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나이라가라 프론티어 교통청(Niagara-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서퍽 카운티 교통(Suffolk County Transportation), 

웨스터체스터 카운티 비라인 버스 시스템(Westchester County Bee-Line Bus System)은 

전기차 구매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전반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계획에 필수적인 뉴욕 운송 부문을 전기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10억 달러의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장하면 저소득층 또는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준비, 이볼브 뉴욕(EVolve NY), 충전 뉴욕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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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021년 말까지 뉴욕 전역에 최소 10,000개의 충전 포트를 설치하도록 충전 

스테이션의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33,000개 이상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s)는 뉴욕주 주민들이 전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0년 이래 주 전역에 73,000개 이상의 판매에 기여하였습니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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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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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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