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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7,900만 달러 

규모 포괄적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청정에너지 로드맵(Clean 

Energy Roadmap)을 기반으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목표를 발전시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 주립 대학교(SUNY)가 

협력하여 매년 온실가스 배출을 28,000톤 줄이고 연간 6백만 달러를 절감할 예정  

  

스토니브룩(Stony Brook)은 Cuomo 주지사하에서 솔선수범하여 이미 에너지 절약 

조치에서 5,000만 달러 완료  

  

롱아일랜드 공공 전기 및 가스 서비스(Public Service Electric and Gas, PSEG), 

에너지 효율성 장려금에 50만 달러 이상 제공  

  

스토니 브룩 대학 병원(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에서 최근 완료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Energy Efficiency Project )의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시스템의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센터인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7,900만 달러에 달하는 포괄적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완료 시 에너지 

절약이 개선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매년 28,000톤 줄이고 에너지와 유지비용을 연간 

6백만 달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개선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최근 발표한 청정에너지 로드맵(Clean Energy 

Roadmap)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법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목표를 

발전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교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뉴욕주 공공건물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프로젝트는 미국을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7KZYVDvVfU3-2FT1WEQ3HSaa7i6YJAxeLJ-7fANbF3yUmcV5dyLXCAFodHRwczovL3d3dy55b3V0dWJlLmNvbS93YXRjaD92PXBrbkdWSE9Ra0xFJmZlYXR1cmU9eW91dHUuYmU.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bTehXweKo7nm7dEV08fl87YTVjlfT49Xbs47tOSy7CUmcV5dyLXCAFodHRwczovL3d3dy5zdW55LmVkdS9zdW55LW5ld3MvcHJlc3MtcmVsZWFzZXMvMDQtMjAxOS80LTMwLTE5L2NsZWFuLWVuZXJneS1yb2FkbWFwLmh0b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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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더 큰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 

청정하며 푸른 미래를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는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 중 하나로 연구와 학부 교육 결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대학교에 투입된 7,90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교정을 현대화하고 연간 6백만 달러의 학교 비용을 절약하며 우리의 대담한 

청정에너지 목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스토니브룩(Stony Brook)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뉴욕주의 에너지 절약 투자 및 프로젝트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주 전력청(NYPA)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대규모 개선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 조치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기숙사, 

과학관 및 대학병원 등 다양한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건물의 조명, 

환기, 건물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캠퍼스 전체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효율성 조치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스토니브룩(Stony Brook)의 업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 

하에서, 뉴욕주 전력청(NYPA)과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스토니브룩(Stony Brook) 교정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며 대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00톤 줄였습니다.  

  

완료된 프로젝트에는 조명과 환기 시설 개선부터 뉴욕주 전력청(NYPA)의 혁신적 뉴욕 

에너지 관리자(New York Energy Manager) 시범 사업 시행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웹 

기반 에너지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 감소에 대한 실시간 

관찰을 제공합니다.  

  

롱아일랜드 공공 전기 및 가스 서비스(PSEG)는 지금까지 스토니브룩(Stony Brook) 

대학교에 50만 달러 이상의 장려금을 제공하였으며 교정에서 진행중인 개별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추가 장려금을 1,700만 달러 제공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청(Power Authority)은 청정에너지 로드맵(Clean Energy Roadmap)에 따라 세계 

최상급 학교인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Cuomo 

주지사의 대담한 기후 목표를 위한 전진을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려는 뉴욕주의 목표를 솔선수범하는 스토니브룩(Stony Brook)의 헌신으로 

전력청(Power Authority)과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강력한 협력관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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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 대학교(SUNY)는 청정에너지 연구 및 혁신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jvDs0SnDFSvYzsidQb45iVGxdWqItyGRoHyOTgopK2OUmcV5dyLXCAFodHRwczovL3d3dy5ueXBhLmdvdi9zZXJ2aWNlcy9kaWdpdGFsLWVuZXJneS1zZXJ2aWNlcy9ueS1lbmVyZ3ktbWFuYWdlcg..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jvDs0SnDFSvYzsidQb45iVGxdWqItyGRoHyOTgopK2OUmcV5dyLXCAFodHRwczovL3d3dy5ueXBhLmdvdi9zZXJ2aWNlcy9kaWdpdGFsLWVuZXJneS1zZXJ2aWNlcy9ueS1lbmVyZ3ktbWFuYWdlcg..


 

 

뉴욕주의 이익을 위해 더 효율적인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가 우리 전체 교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 및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등의 주 행정기관과 공공 전기 및 가스 서비스(PSEG) 등의 

사업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에 매우 기쁘며 다른 뉴욕 주립 

대학교 교정들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가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스토니브룩(Stony Brook) 대학교의 Michael A. Bernstein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니브룩(Stony Brook) 대학교는 자원의 책임 관리에 전념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계획의 이행도 이에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 

NY) 프로그램의 전략적 지시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의 뛰어난 시설과 관리(Facilities & Services) 부서가 관리하므로 

모두가 윈윈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축하하는 자리에 Hochul 

부지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적극적인 탄소 감소 

목표를 발전시키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후대를 위해 도전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동시에 대학의 비용을 

절약하는 스토니브룩(Stony Brook University) 대학교의 또다른 노력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며 환경을 구하는 일은 재정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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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실천으로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교정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의 주 대학교로서 지구의 거주성을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시급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길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스토니브룩(Stony Brook)의 포괄적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높은 효율성으로 

에너지 낭비를 없애 즉각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낮추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탐구에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을 

제시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롱아일랜드 공공 전기 및 가스 서비스(PSEG)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이사인 

Michael Vol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학교와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적용해 에너지 요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공공 전기 및 가스 서비스(PSEG)는 운영 비용을 절약하는 LED 조명, 새 냉난방 및 

환기장치(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및 냉각기 등 새 에너지 

효율성 장비를 위해 우리의 상업 효율성 프로그램(Commercial Efficiency Program)과 

장려금을 이용한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를 칭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롱아일랜드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학교들은 주가 소유한 건물의 40%를 차지하는 뉴욕의 주요 

에너지 사용처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청정에너지 

로드맵(Clean Energy Roadmap)은 미국의 최대 포괄적 대학 교육 시스템인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을 위한 Johnson 명예총장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나타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이 기타 주요 뉴욕의 에너지 기구와 협력해 운영하는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 자원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주 전력청(NYPA)은 

600개가 넘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설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를 6.2메가와트 이상 줄이고, 대기 

온실가스 배출을 48,000톤 이상 제거했으며 연간 1210만 달러를 절약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전력청(NYPA)은 현재 30개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들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주 

전체의 계획인 Cuomo 주지사의 빌드스마트 뉴욕(BuildSmart NY)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계획으로 모든 경제 부문에서 뉴욕주를 완전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국내 어떤 주보다도 빠른 기간인 2040년까지 전기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46개에 대한 

2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 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24년까지 해상 

풍력(offshore wind) 1,700메가와트 개발, 2012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7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최근 통과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국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35년까지 해상 풍력 

(Offshore Wind) 9기가와트, 2025년까지 분산형 태양광 6기가와트, 2030년까지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xJyfDE_FNeYmfi6_ZlLJrvSiJ35hKHBoBRssIfOn37iUmcV5dyLXCAFodHRwczovL3d3dy5ueXBhLmdvdi9pbm5vdmF0aW9uL3Byb2dyYW1zL2J1aWxkc21hcnQtbnk.


 

 

에너지 저장 3기가와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 경제를 조성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질서 

있고 공정한 이행.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또한 뉴욕주 기관 및 

당국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의 85%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원의 40%를 투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 소개  

뉴욕 전력청(NYPA)은 발전 설비 16대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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