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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대상대상대상대상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대회대회대회대회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대회는대회는대회는대회는 가장가장가장가장 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 야심찬야심찬야심찬야심찬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 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 세세세세 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 학생학생학생학생 주도주도주도주도 
단체에단체에단체에단체에 각각각각각각각각 1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상금을상금을상금을상금을 수여할수여할수여할수여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학교 대상 청정 에너지 대회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주 전역의 학생 주도 단체들이 학교 캠퍼스 내외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공격적으로 줄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청정 에너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세 단체는 계획을 이행하도록 돕는 100만 

달러를 각각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대학생들은 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금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바꾸도록 고취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를 가장 극명하게 

정의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은 우리 주 전역의 학생들이 크게 꿈꾸고 뉴욕주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리더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Energy & Finance for New York State 회장회장회장회장 Richard Kauff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세대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그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오늘 Cuomo 지사의 발표는 뉴욕주의 훌륭한 학생들이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전환시켜 뉴욕주를 모두를 위한 청정 

에너지의 미래로 몰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와 기타 직원을 포함할 수 있는 학생 주도 대학 단체들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늘리며, 전반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 받을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계획을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에 2016년 

초까지 제출하면 시상은 그 해 말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립대학교와 New York University 같은 사립 대학들은 이미 청정 에너지에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SUNY는 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20% 향상시키기로 한 

약속을 달성하는 궤도에 들어섰으며 NYU는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이 되겠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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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 기후 공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상금은 청정 에너지 탈바꿈을 선도하는 대학교를 표창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REV Campus Challenge의 일환으로 교부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새 에너지 정책, 전주적 이니셔티브 및 규제 

개혁을 통해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더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40% 

줄이면서 전기의 5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발전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REV의 일환으로 이미 시작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로는 NY-Sun, NY Green Bank, NY 

Prize, K-Solar, 그리고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오늘 Cuomo 지사의 발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학생 주도 캠페인인 New York 

University의 ‘내일을 알라 행동의 날’의 일환으로서, 전국의 수 천명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치인, 활동가, 공연자 및 기업 파트너들을 단결시킵니다. 2015년 10월 2일에 

전국 50여 캠퍼스의 학생들이 기후 변화 현실에 대해 신세대를 교육하고 리더들이 더 

나은 내일을 꾸미도록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연 및 연설로부터 활동 박람회 

및 로드 레이스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주목할만한 ‘내일을 알라 행동의 날’ 참가자들:  

 전 부통령 Al Gore (Stanford에서 연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d Markey (Boston에서 연설) 

 시장 Rahm Emanuel (Chicago에서 연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Jan Schakowsky (Chicago에서 연설) 

Robert F. Kennedy Jr. (Los Angeles  에서 연설) 

 배우 Ian Somerhalder (Boston에서 연설) 

 

이 발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발전을 증대하기 위한 5건의 대규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1억 7500만 달러와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의 Harlem River 

수변을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폭우에 탄력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위한 3500만 달러 

제공을 포함하는 뉴욕주의 기후 주간(9월 22일-29일)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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