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억 2,100만 달러의 그린 채권(GREEN BONDS) 발표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 녹색 

채권(Green Bond) 수익금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대학교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할 예정  

  

대학교의 노스 캠퍼스에 최대 2,000개의 학생 침대를 추가하고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부 자금 조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녹색 채권(green bonds)의 1억 2,100만 달러 이상을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권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녹색 채권(Green bonds)은 투자자들에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채권은 스탠더드앤푸어스(Standard and 

Poor's)에서 AA, 무디스(Moody's)에서 Aa1 등급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주입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위하여 

청정에너지로의 길에 헌신했습니다. 이 녹색 채권(green bonds)과 이것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캠퍼스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채권 수익금은 대학교의 노스 캠퍼스에 최대 2,000개의 학생용 침대,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프로그래밍 공간을 추가할 새로운 기숙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학의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에서 규정한 

지침을 따라 건물의 난방, 온수, 전력 또는 냉방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가스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종합적인 목표는 2035년까지 

캠퍼스의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는 미국 친환경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지속성 기준과 

에너지 효율 지침을 지키는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LEED)의 인증을 따를 것입니다. 노스 캠퍼스(North Campus) 



 

 

시설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약 180,000 평방피트의 옥상 공간이 있으며, 

미래에 재생 가능 또는 저탄소 에너지 난방 및 전기사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프로젝트의 나머지 비용은 과세 

채권(taxable bond) 수익금과 대학 기금의 조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공공 금융 및 포트폴리오 모니터링(Public Finance and Portfolio Monitoring)의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 매니징 디렉터 Portia L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녹색 채권(green bonds) 발급을 통해 고등 교육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가형 면세 채권을 사용하여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가 학생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인 생활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학생 및 캠퍼스 라이프(Student and Campus Life)의 

부총장 Ryan Lombard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넬(Cornell) 학생들의 주거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기숙사는 학생들이 코넬(Cornell)에서 

성공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학습 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이며, 대학 또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 소개  

1944년에 설립된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뉴욕주의 주요 프로젝트 개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뉴욕의 번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탄력 있는 과학, 건강 및 교육 

시설에 자금과 건축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약 567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보유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면세 채권 발행 기관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또한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가치가 약 69억 달러에 달하는 

1,000개 이상 프로젝트의 건설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인 대형 공공 건설사입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소개  

코넬(Cornell)은 개인의 기부에 의한 연구 대학이며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파트너입니다. 연방 정부가 토지를 불하한 뉴욕주의 기관인 우리 대학은 

아이비리그(Ivy League)에서 독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 국가 및 세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 참여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모든 지식 분야에 공헌할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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