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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지역사회와 청정에너지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 청정에너지 

허브에 5,2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  

  

허브,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소외된 지역사회에 청정 에너지 투자 혜택의 35% 이상을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뉴욕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지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지역에서 봉사활동, 인식 및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이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12개의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를 

설립하는 데 5,200만 달러 규모의 수상 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청정 에너지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40%의 목표로 최소 35%의 혜택을 

제공하고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공정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목표를 지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녹색 경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감에 

따라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진정한 뉴욕의 

방식으로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고 모든 지역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이 5,2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뉴욕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 미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과 협력하여 허브를 설립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주 

청정 에너지 전환의 혜택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론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각 허브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청정 에너지 봉사활동, 참여 및 교육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는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All-Programs%2FPrograms%2FRegional-Clean-Energy-Hub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5249e85dfa9455ffc7108dada10efe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20635330137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zfg5j2szDcsHtHyqVoBVfAA0zGL7cWlzdTagvl4Y3g%3D&reserved=0


 

 

각 주의 경제 개발 지역에 있는 조직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봉사활동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사회 서비스, 주택, 경제 

개발, 보건 및 훈련과 통합한 경험이 있는 조직이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수도권 지구  

• Affordable Housing Partnership, 3,624,546달러  

  

센트럴 뉴욕  

• Central New York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Board, 3,317,994달러  

  

핑거 레이크스  

• Climate Solutions Accelerator of the Genesee-Fingers Lakes Region, 

3,835,014달러  

  

롱아일랜드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assau County, 400만 달러  

  

미드 허드슨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Dutchess County, 4,074,389달러  

  

모호크 밸리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eida County, 3,302,944달러  

  

뉴욕시  

• Association for Energy Affordability, Inc., 8,926,027달러(브롱크스와 브루클린)  

•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of Queens, 6,623,725달러(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 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c., 3,837,067달러(맨해튼)  

  

노스 컨트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rtsnys.org%2Fnew-york-state-regional-economic-development-initiative%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5249e85dfa9455ffc7108dada10efe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20635330137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JjEml%2BGPDw3pn9XWkkg8P%2Bk28Z1YAIN4CcJSeHgl40%3D&reserved=0


 

 

• Adirondack North Country Association, 4,099,404달러  

  

서던 티어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Tompkins County, 3,516,454달러  

  

웨스턴 뉴욕  

• People United for Sustainable Housing, Inc. (PUSH Burfalo), 3,499,034 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집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고, 청정 에너지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찾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지점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 허브는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때 직면한 기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참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이 녹색 경제에 관여하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 최고경영자인 Thomas Falcon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청정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지역사회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했을 때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청정 에너지 

허브는 고객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 고객 지원, 참여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허브는 다음에 중점을 둔 뉴욕주의 포괄적인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 청정 에너지 기술 및 기회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봉사활동 및 소비자 

인식 제공,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원 조정,   

• 지역사회의 관점을 통합하고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의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 개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늘리기 위해 공정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행,  

• 청정 에너지 정책, 기술 및 기회에 대해 지역 주민과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역량 

증대,  

•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노동 조합 및 훈련 제공자와 협력하여 청정 에너지 기업이 우선순위 

인구 또는 소외된 지역사회 개인을 연결하고 채용하고 청정 에너지 부문에 



 

 

참여하는 계약자의 수와 다양성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청청 에너지 

인력의 다양성 향상,  

•  소외되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청정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  

• 소외된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 경제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역적 장벽을 해결하는 지역 프로젝트 추진.  

  

허브 이니셔티브의 개발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과 에너지 민주주의 연합(Energy 

Democracy Alliance)에 의해 주도된 공동 설계 노력의 결과이며, 뉴욕주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참여했습니다. 공동 설계 접근법은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브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지원은 Clean Energy Fund와 공익 사업체에서 후원하는 

저소득층 거주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뉴욕의 약 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자의 일부입니다. 이는 

또한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며, 소외된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은 

롱아일랜드 청정 에너지 허브(Long Island Clean Energy Hub)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 내 10개 경제 개발 

지역에 허브를 설립하는 데 3,600만 달러가 사용되었지만, 뉴욕 시에 있는 두 개의 

허브가 다양하고 인구가 많은 주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금을 지원받아 총 프로그램 자금 지원액은 5,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의 역사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150개의 기후 정의 펠로우십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의 관련 지분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dirondack North Country Association의 Elizabeth Coop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dirondack North Country Association은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및 SUNY Canton CREST(Career Ready 

Education and Success Training, CREST)와 협력하여 노스 컨트리 지역의 청정 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노스 컨트리 주민과 

중소기업이 에너지 요금을 절약하고 청정 에너지 기회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팀의 오랜 공동체 관계,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집중은 뉴욕 북부 전역의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지역 허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Affordable Housing Partnership의 Susan Cotn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허브(Capital Region Hub)는 주민들을 NYSERDA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About%2FNewsroom%2F2020-Announcements%2F2020-07-27-Governor-Cuomo-Announces-Clean-Energy-Investments-to-Benefit-Over-350000-Low-to-moderate-Income-Household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5249e85dfa9455ffc7108dada10efe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20635330137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Tor2vbj0MtLoINDGBc%2BXlVaYwrjWnU5o%2F3WRIjvMO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About%2FNewsroom%2F2021-Announcements%2F2021-09-07-Governor-Hochul-Announces-6-Million-for-Climate-Justice-Fellowships-Benefiting-Disadvantaged-Communities-and-Priority-Population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5249e85dfa9455ffc7108dada10efe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20635330137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zLJuWhia3g5bXmU9w8jJWlX%2FT5K9GybS7kpd6ecdAI%3D&reserved=0


 

 

가정용 청정 에너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기회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역 전체의 모든 소득 가구와 깊은 

연결을 가진 지역 기반 조직으로 구성된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를 만드는 NYSERDA의 

접근 방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Association for Energy Affordability, Inc. 옹호 및 조직 구성부 책임자인 Betta 

Broa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주도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 지역사회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브롱크스와 브루클린의 주민들과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고, 보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센트럴 뉴욕 지역 계획 발전 위원회(Central New York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Board, CNY RPDB)의 에너지 프로그램 관리자인 Chris Carri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 계획 발전 위원회는 파트너 조직인 Alliance for a 

Green Economy and Greater Sacus Works와 협력하여 센트럴 뉴욕 전역에 청정 

에너지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NYSERDA의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국가 주도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목표를 진전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Climate Solutions Accelerator of the Genesee-Fingers Lakes Region의 Abigail 

McHugh-Grif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주민과 소기업이 청정 에너지 

서비스, 기술 및 일자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 

집단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NYSERDA의 현지 접근 

방식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주민의 요구와 가치에 가장 가까운 기존 및 새로운 파트너를 

우리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Dutchess의 환경 및 에너지 자원 교육자인 Collin 

Adk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접근하고, 정보에 입각한 에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드 허드슨 지역에 계속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CCE) Associations의 연합이 

주관하는 Energy Advisors 전담 팀, Sustainable Westchester, New Yorkers for Clean 

Power, UHope Consulting 등 하청 조직의 입증된 실적, 그리고 증가하는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뉴욕주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기쁩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assau County의 Gregory Sando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assau County(CCE Nassau)는 

롱아일랜드 지역을 위한 NYSERDA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의 수석 계약자로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입증된 재생 에너지와 지역사회 참여 리더(기관, 대학, 협회 

및 비즈니스 리더)의 연합이 훌륭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롱아일랜드 청정 

에너지 허브(Long Island Clean Energy Hub)는 우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eida County의 Mary Beth McEwe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eida County는 

NYSERDA에 의해 모호크 밸리의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의 이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에너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 소기업 및 저렴한 주택 

소유자와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사람들과 뉴욕주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Tompkins County의 수석 자원 교육관인 Karím 

Be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특히 물질적 자원이 제한된 

뉴욕 시민들이 돈을 절약하고 우리의 집단 청정 에너지 미래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of Queens의 Yoselin Genao-Estrella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항해하면서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을 고양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NYC가 청정 에너지 

미래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에 두는 전체론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접근 방식으로 

CLCPA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PUSH Buffalo의 커뮤니티 에너지부 책임자인 Natalie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USH Buffalo는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Western New York Regional Clean Energy Hub(WNY Hubs) 

리더로서 이리, 나이아가라, 샤토가, 챠우타우구스 및 알러가니 카운티에 탄력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인구에 대한 우리의 집중 노력은 지역 전역의 최전방 

지역사회를 위한 더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Peggy 

Shepa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사회들은 홍수와 더위와 같은 극심한 

날씨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집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녹색 일자리 인력으로 진입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E ACT와 우리의 파트너들은 특히 열악한 대기 질과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다세대 건물의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맨해튼에 있는 NYSERDA의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를 이끌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가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ew York Energy Democracy Alliance의 조사 위원회 구성원인 Adam Fli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와 구현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요구를 중심에 

둠으로써 지역 청정 에너지 허브 프로그램은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이며 뉴욕의 

기후와 형평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직업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옹호론자들에 의해 가장 먼저 고안되어 공동 설계를 통해 구현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측면에서 문화 전환 과정에서 큰 도약을 한 NYSERDA를 축하합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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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1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6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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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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