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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PURCHASE COLLEGE의 9백 2십만 달러 규모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완료 발표 

 
SUNY 캠퍼스에서 4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BuildSmart NY 프로젝트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력량 50 퍼센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뉴욕 주의 청정 

에너지 표준과 명령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 Purchase College에서 연간 에너지 비용을 
40만 달러 절감시킨 뉴욕 주 전력청의 9천 2백만 달러 규모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는 뉴욕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계획과 최근 제정된, 2030년까지 전력량의 50 퍼센트를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통해 공급한다는 국가 선도적 법안인 청정 에너지 표준 (Clean 
Energy Standard) 을 한 단계 더 진척시킨 것입니다. 
 
“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완료는 기후 변화를 퇴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SUNY Purchase College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윈-윈-윈 성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BuildSmart NY 혁신의 결과이며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더 깨끗하고 더 푸르른 뉴욕 주를 완성시키는 발걸음입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으로는 4 개의 냉각탑의 유지 또는 교체, 신규 건물 관리 시스템의 설치, 
지하수 냉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개선책으로 유해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매년 360 톤 
정도 줄어 들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에서 약 76 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뉴욕 주 전력청이 시행한 이 조치들은 2020년까지 뉴욕 주 기관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20 
퍼센트 정도 증대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BuildSmart NY 계획하에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Richard Kauffman 에너지와 재정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비용과 해로운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뉴욕 주는 기후 변화에 맞서며, 
공공과 민간 사이 협력관계의 성과를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주 전력청과 
BuildSmart NY 계획은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과 2030년까지 뉴욕 주 젼력 소비량의 
50퍼센트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우리 목표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주 전력청 청장 겸직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뉴욕 주 전 지역의 SUNY 캠퍼스들에 실행한 에너지 절약 조치들의 긴 연결 고리 



안의 최근의 성과입니다. 많은 SUNY 캠퍼스들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20 
퍼센트를 절감하려는 BuildSmart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전력청은 매년 도로에서 2,240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 1만 
600 톤 이상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된 17개의 다른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가동에 있어서 SUNY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주 전력청은 
34 군데 대학의 뉴욕 주 캠퍼스에서 100개 이상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총액 2억 3천 6백만 달러, 매년 거의 2천만달러를 절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Thomas J. Schwarz, Purchase College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는 캠퍼스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가치입니다. 저는 
Purchase College가 Princeton Review 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학교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계속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Build Smart NY 계획 개요 
 
2012년에 출범한 BuildSmart NY은 주 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20 
퍼센트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납세자 돈을 수 백만 달러 절감해주고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주민들은 Build Smart NY에 의거 공공요금 비용에서 수 십만 달러를 
절약하였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은 기후 변화에 맞서면서,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은 태양열, 풍력,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서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회복 
가능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뉴욕 주 전력량의 50 퍼센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은 뉴욕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6 백 퍼센트의 성장을 이끌고 내고 있고, 1만 5천개의 저임금 
가구에게 에너지 효율성을 이용해서 에너지 요금을 항구적으로 절감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다른 청정 기술 영역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은 뉴욕 주가 주 전역의 온실 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퍼센트 줄이도록 보장하면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 퍼센트까지 
줄이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로 설정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에 관해 좀 더 
알아 보기 위해서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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