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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를 위한 NYSUNY 2020 

상의 280만 달러 기금 발표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개발, 교육 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캠퍼스 간 연구 협력을 촉진하며 인력 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첨단 시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를 위한 

NYSUNY 2020 상의 280만 달러 기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최첨단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개발 시설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완료될 경우, 이 새로운 시설은 배터리 

수명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연구 활동을 시험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보존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은 여러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캠퍼스 간의 협력을 조성하며 학생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에너지 보존을 위한 인력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이며 우리는 뉴욕주가 최첨단 해결책의 최전선에 확실히 서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기금으로 중요한 연구를 발전시키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우리 주정부의 

공약을 강화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최첨단 시설을 

뉴욕 주립 대학교 빙엄턴 캠퍼스 (SUNY Binghamton)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캠퍼스에서 이 상을 수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너지 

비전을 개혁하는 뉴욕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와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는 더 많은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도록 하며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서 보다 복원력이 있고 저렴하며 청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Renewable Energy Facility)을 개발하기 위한 이 추가 공약은 뉴욕주의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시설은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의 새로운 “건조실 (dry room)”을 보완 

할 것입니다. 이 건조실은 혁신 기술 단지 (Innovative Technologies Complex)내 의 



 

 

빙엄턴 대학교의 Center of Excellence Building에 위치한 배터리 건조실입니다. 배터리 

내의 화학 물질은 수분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실은 M. Stanley Whittingham 

석좌 교수와 그의 NorthEast Center의 화학 에너지 저장 (Chemical Energy Storage) 

팀이 배터리 수명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습도지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배터리 건조실은 작년에 제5회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상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Award)의 60만 달러 

기금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Nancy L. Zimpher,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NYSUNY 2020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원으로 우리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획기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학위 수료를 위해 총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최고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Stenger 총장님과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전체 지역사회에 축하드립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경제는 기후 변화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중요합니다.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뉴욕주는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님께서 NYSUNY 2020을 

개시하여 뉴욕주의 명망있는 대학들에게 첨단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는 미래의 에너지 보존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Harvey Stenger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최첨단에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전자 

장치에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투자로 우리는 또한 스마트 에너지 과학자들과 미래의 선진화된 

제조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며 훈련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 Stanley Whittingham 석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으로 우리는 에너지 

학문 영역에서 차세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프라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지역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는 훈련된 인력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저장 연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외에도, 빙엄턴 

건조실의 문은 교수진, 직원, 학생들과 나란히 연구를 수행할 여러 업계 제휴업체들에게 

개방될 것입니다. 빙엄턴에는 이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 시설의 여러 제휴업체가 

있습니다. 

 빙엄턴은 실험 시설을 제공하며 제안받은 활동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SUNY Polytechnic)은 제조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버펄로와 스토니브룩의 대학교들은 재료와 시스템의 이론 및 시뮬레이션에 대해 

협력할 것입니다. 

 

완료될 경우, 이 공동 연구 개발 교육 센터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에 전념할 것이며 

에너지 보존 분야에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입니다. 기금은 시설 직원 연구원 

뿐만 아니라 건조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용 학습 및 인력 개발 기회는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에너지 산업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기금은 또한 소형화된 의료용 센서에서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에서 그 사용과 관련된 실험실 인프라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Stanley Whittingham은 이 새로운 학술 산업계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책임자이며 

다음과 같은 다수의 공동 주요 연구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i) Kanad Ghose, 

컴퓨터학 교수이자 ES2를 위한 빙엄턴 현장 감독관 (Binghamton Site Director for ES2), 

국립 과학 재단 산업 협동 조합 (ii) James Pitarresi,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석좌 교수 

겸 학생 및 교수진 개발 담당 부교수. (iii) Eric Eisenbraun,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SUNY Polytechnic)의 미세 규모학과 (Nanoscale Science) 부교수 또한 이 팀의 공동 

주요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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