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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대상대상대상대상 3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경쟁경쟁경쟁경쟁 출범출범출범출범 

 

우승자들은우승자들은우승자들은우승자들은 캠퍼스와캠퍼스와캠퍼스와캠퍼스와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에서사회에서사회에서사회에서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 추진하고추진하고추진하고추진하고 온실온실온실온실 가스가스가스가스 배출을배출을배출을배출을 저감하기저감하기저감하기저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계획에계획에계획에계획에 대해대해대해대해 1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수상수상수상수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학교의 학생 주도 단체들이 캠퍼스와 지역 

사회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설계 및 개발하도록 도전하는 

“리드하기 위한 에너지 경쟁”을 출범시켰습니다. REV 캠퍼스 챌린지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주지사가 발표한 이 경쟁은 금주에 지원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경쟁은 우리의 미래 리더들이 오늘 이 기후 변화 투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주 전역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첨단 

아이디어를 배출 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이 주 전역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실제적 프로젝트로 탈바꿈시키기를 고대합니다.”  

 

“리드하기 위한 에너지 경쟁”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인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 즉 REV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의 중심은 미래의 에너지 리더들을 뉴욕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전기의 5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발전하며,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23%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핵심 문제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YSERDA)이 시행하는 300만 달러의 “리드하기 위한 

에너지 경쟁”은  2년제 또는 4년제 공사립 대학교의 학생 주도 단체에 열려있습니다. 

지원서는 NYSERDA의 웹사이트 여기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2016년 4월 

4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Energy and Finance 의장의장의장의장 Richard Kauff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경쟁은 학생들이 교수, 직원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반복 

가능한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더 튼튼한 경제와 

더 건강한 환경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포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NYSERDA의의의의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John B. Rhod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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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솔루션 개발에서 전국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력성을 향상하며,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할 캠퍼스 프로젝트를 위한 

자신들의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교수, 직원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 도전에 응하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의 혁신성을 과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계,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 및/또는 커리큘럼 통합. 그뿐만 아니라 제안서는 온실 가스 

배출의 저감 또는 완화에 대한 프로젝트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지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00만 달러 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모든 제안서는 해당 대학의 적어도 1명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해야 하고 그 

기관의 교수나 직원이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는 외부, 제3자 컨설턴트 또는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하거나 단일 프로젝트에서 다른 기관들 사이의 협업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본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 교수 또는 직원들은 제출 가이드라인과 1월 27일, 

2월 10일 및 3월 1일에 개최될 안내 웨비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www.nyserda.ny.gov/energy-to-lead-competition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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