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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최초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새로운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기숙사 건설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 유티카 캠퍼스(SUNY Poly-Utica)의 3,350만 달러 프로젝트, 

모든 뉴욕주를 위해 청정 에너지 미래를 건설하려는 주지사의 주 전체의 에너지 목표 개선  

  

기숙사는 야외 여가 활동, 편안한 생활 및 공부 공간 및 자전거 보관소를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초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새로운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캠퍼스 기숙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과 협력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의 

유티카 캠퍼스(SUNY Polytechnic Institute's Utica Campus)에 3,350만 달러 규모의 

257개 침대가 있는 기숙사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2020년 8월까지 학생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

certified) 기숙사는 뛰어난 수준의 에너지 절약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엄격한 요건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를 위한 과감함 조치로, 대학 시스템이 탄소 발자국을 계속 

줄이고 2040년까지 뉴욕의 전기를 100퍼센트 탄소 중립으로 만들며 더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그린 뉴딜 계획(Green New Deal)을 기반으로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첨단 건물은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기숙사는 유티카의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캠퍼스(SUNY Poly campus)에서 최초의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건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을 하는 동안, 

건물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와 싸우며,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깨끗하고 더 청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입니다."  

  



이 기숙사는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코드를 넘어서는 것 외에도 미래의 현장 재생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면, 

건물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통해 현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에너지와 동일하거나 

적은 양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64개 

캠퍼스 시스템을 새로 장착하고 개조하려는 Johnson 총장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이 

계획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을 포함한 무탄소 자원에서 전력을 100퍼센트 

얻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을 포함하며, 모든 새로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건물들은 제로넷 탄소 배출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건물 인프라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2,346개 건물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주정부의 탄소 배출량은 연간 40만 톤 이상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서비스청(DASNY)은 위버 브로이어 건설회사(Hueber-Breuer Construction Co.)와 

협력하여,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단일 계약으로 제공하여 프로젝트 납품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대체 프로젝트 제공 기법인 설계 

건축 방식을 활용합니다.  

  

건물의 설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거주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숙사에는 인접한 라운지, 

부엌, 서재, 세탁실이 있는 호텔 양식의 학생실뿐만 아니라 다목적실, 게임실, 자전거 

보관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마당과 야외 그릴이 있는 울타리진 지역과 같은 야외 

녹지 공간도 많이 포함하며, 식생체류지(bioretentio)/빗물 정원을 통합하여 폭풍우의 

유출을 막고 물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숙사는 광발전/태양광 발전 

시스템과의 연결이 포함될 것입니다.  

  

설계 건축 팀은 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ILFI)를 통해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Zero Energy Building (ZEB) Certification) 및 제로넷 탄소 

인증(Zero Carbon Certification)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LFI)의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ZEB Certification)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현장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연결을 갖춘 초에너지 효율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해당 기숙사는 학생 기숙사 비용의 지원을 받는 저비용 면세 공채를 발행하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기숙사 시설 프로그램(Dormitory 

Facilities Program)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수익은 건물을 보수할 때 가장 높거나,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의 경우처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가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향해 계속 

진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뉴욕주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리더십이 우리 환경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Gerrard P. Bushe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성. 지속 가능성. 우수성. 이 모든 특징은 유티카의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technic Institute)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설계 건축으로 

우리는 이 기숙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을 유지하며 

주정부의 에너지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

certified) 기숙사는 뛰어난 수준의 에너지 절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건강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임시 총장인 Grace 

Wang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의 

가장 새로운 기숙사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유티카 캠퍼스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활기찬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문적 제공과 특별한 실습 학습 기회의 결과로서,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은 1980년대 초 이후에 이 기관이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학생 수를 가지므로 이 

새로운 기숙사는 완벽한 시기에 제공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과정을 주도하는 시설서비스청(DASNY)과 협력하여 기쁠 뿐만 아니라,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은 또한 이 새로운 기숙사를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 관리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Cuomo 주지사와 

Johnson 총장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Alicia Bar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효율성(New Efficiency)이 요구하는 주정부 소유 

시설의 에너지 효율 달성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뉴욕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뉴욕주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넷제로(net-zero) 기숙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에 학생들에게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배기 

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Joseph A.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technic Institute) 캠퍼스에서 2,780만 달러 규모의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기숙사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서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캠퍼스가 이미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교육 기회와 경험을 추가해 줄 

것입니다."  



  

Marianne Buttensc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동적인 프로젝트의 

완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이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기숙사를 개설하는 선구자라는 점이 기쁩니다. 이는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이 1980년대 이후 최고점에 있는 현재 등록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 놀라운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학과 근접한 곳에 많은 식당, 가게, 오락 시설들이 있으며,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대학(SUNY Poly)과 더 

넓게 모호크 밸리가 고등 교육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J. Picente Jr.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오네이다 카운티가 에너지 효율성에서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 캠퍼스(SUNY Poly)가 이 제로넷 

탄소 인증(zero-net, carbon-certified) 기숙사의 전시장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대학의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기숙사가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미래의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로넷 탄소(Zero-Net Carbon)/제로넷 에너지(Zero-Net Energy, ZNE) 소개  

제로넷 탄소(ZNC)는 프로젝트가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없애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로넷 에너지(ZNE)는 

재생 에너지 생산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LFI) 소개  

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LFI)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회복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정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LFI)는 화석연료가 없는 도시 환경을 추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이 프로젝트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을 보완합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성 등과 같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좀 더 깨끗하고 더욱 복원력을 갖춘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채택된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도 



지원하는데, 이 기준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주 전력의 50퍼센트가 재생 가능 에너지 

출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600%의 성장을 이끌고 냈고, 105,000개가 넘는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 고등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 기관은 뉴욕주의 주택, 학교, 기업에서 30마일 이내에 

위치한 64곳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 캠퍼스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현재,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의 학위 프로그램에 42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2017-18학년도에 약 1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학생과 교수진은 연구와 발견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16억 달러 

규모의 연구 포트폴리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졸업생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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