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테헤란: Masoumeh Ebtekar awarded 부통령, 세계 최고의 환경 
프로젝트에 상 수여 
 
(2016년 1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테헤란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인상적인 밀라드 
타워 회의실에서 국제 갈라가 열렸다. 이 갈라에서 진행된 제16회 Energy Globe World 
Awards 시상식에서는 Masoumeh Ebtekar awarded 이란 부통령이 연설을 통해 우수한 
환경 프로젝트 및 그와 같은 프로젝트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이 행사는 재생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확장 프로그램으로 강조되는 이란의 지속가능성 노력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Maneka Gandhi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변화는 대담이나 법률이 아니라 
Energy Globe 출품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진행자인 Munasinghe 교수는 “빈곤국과 부유국이 서로 손을 잡고 
경험을 교류하며,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부분(지구, 물, 불, 공기, 청년)에서 5개 대륙에서 각각 세 후보가 경합을 펼쳤다. 
대륙별 후보는 177개국에서 출품된 약 2천 개 가량의 프로젝트 중에서 선정됐다.  
 
지구 부문에서는 메마른 땅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에티오피아의 프로그램이 우승을 
차지했다. 불 부문에서는 물병과 표백제로 가난한 마을에 불을 밝혀주는 필리핀의 조명 
프로젝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물 부문에서는 두 프로젝트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하나는 
인구 1천200만 도시인 테헤란을 위해 전체적인 폐수 처리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손수 만드는 세라믹 필터로 물을 
소독하는 탄자니아의 프로젝트였다. 공기 부문에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대형 
트럭을 통해 체인 브랜치를 공급하는 스위스의 프로젝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청년 
부문에서는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년만을 축구 대회에 참가시키는 
벨리즈의 프로젝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Masoumeh Ebtekar 부통령과 Gandhi 장관이 두 명의 전체 우승자에게 상을 수여하자, 
기쁨의 박수가 쏟아졌다.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에티오피아의 프로젝트는 적절한 노하우와 집념으로 메마른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 삶의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선진 공업국가를 대표하는 이란의 프로젝트는 단일 공정으로 폐수를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농지를 만들고, 배출 가스를 줄임으로써 우승을 차지했다.  
 
Energy Globe World Award는 환경을 찬양하는 행사이자, 성공적인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수단이자, 지속가능성의 세기를 향한 국제적인 출발점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energyglobe.info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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