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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지도부는  

‘자이드 미래에너지상(The Zayed Future 

Energy Prize)’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혁신을 장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초대 대통령이자 평생을  

지속가능하고 인도주의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경

지난 11년간 ‘자이드 미래에너지상’은  

지속가능한 솔루션 및 기술을 이끈 76명의  

수상자와 함께 세계 3억 1800만명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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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국가의제(The UAE National 

Agenda 2021)’와 긴밀히 연계된 ‘자이드  

지속가능성상(The Zayed Sustainability 

Prize)’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상(The Zayed 

Sustainability Prize)은 초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보건의료, 

식량, 물, 글로벌 고등학교 다섯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자이드 미래에너지상 역사

2018년 자이드의 해(The Year of Zayed)를 

맞아 '자이드 미래에너지상(The  

Zayed Future Energy Prize)'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지속가능성 자원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10년간 성공을 거둔 ‘자이드 미래에너지상

(The Zayed Future Energy Prize)’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와 ‘2021  

카테고리 및 기준 

미화 300만 달러의 총상금은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글로벌 고등학교 부문은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6개의 학교를 선정해 각각 최대 미화 10만 

달러를 수여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글로벌 고등학교* 물에너지식량보건의료
60만 달러 60만 달러 60만 달러 60만 달러 60만 달러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물 분야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영향:

 인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중요하고 가시적인 결과 

• 혁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뛰어난 특성, 긍정적인 영향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촉진하는 잠재력

• 영감:

향후 10년간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

글로벌 고등학교 부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및 숙련된 학생의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새롭고 혁신적이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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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식량 부문은 안전하고 저렴한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을 원하는 조직은 다음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 기아와 영양실조 해결 

 − 식량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보장

 − 농업 생산성 향상 

 − 종자 및 동물 다양성 증진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영향을  

확대하며, 기술이나 솔루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스타트업 단계에 있더라도,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고 장단기적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식량 부문에 지원하려면 중소기업,  

비영리조직(NPO)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부문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을 원하는 조직은 다음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개선

  -  오염과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전염병과 질병 방지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영향을 

확대하며, 기술이나 솔루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스타트업 단계에 있더라도,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고 장단기적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지원하려면 중소기업, 

비영리조직(NPO)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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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물 부문은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을 원하는 조직은 다음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 수질 개선 

 − 위생, 물 사용 효율성

 − 수자원 관련 생태계 보호 

 − 지역사회 참여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영향을  

확대하며, 기술이나 솔루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스타트업 단계에 있더라도,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고 장단기적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 부문에 지원하려면 중소기업,  

비영리조직(NPO)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솔루션에 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을 원하는 조직은 다음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 에너지 안보 보장 

 −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보편적 접근

 −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인프라 확장

 − 모두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영향을  

확대하며, 기술이나 솔루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스타트업 단계에 있더라도,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고 장단기적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에너지 부문에 지원하려면 중소기업, 

비영리조직(NPO)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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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 저명한 국제 연구 및 분석 

회사가 모든 지원서에 관한 실사를 시행해 

'자이드 지속가능성상'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선발위원회가 지원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심사위원들의 심사 

마지막 단계를 위한 최종 결선 진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심사위원이 직접 결선 

진출자를 심사하고,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수상자는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수상자는 1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에서 열리는 연례 

시상식에서 발표합니다. 

글로벌 고등학교

해당 부문은 보건, 식량, 에너지, 물과 

관련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전 

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교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학교 및 주변 지역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12~24개월 내에 무엇이 구현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그리고 물과 관련해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역량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문의 상은 양질의 교육에 포괄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영향, 혁신, 

영감을 보여줄 수 있는 6개 지역 글로벌 

고등학교에 수여됩니다. 

이 부문에 지원하려면 11~19세 사이 풀타임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여야 합니다.  

지원서는 반드시 학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학교 커뮤니티에 수년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각 지역 수상자에게는 

최대 미화 10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최종  

상금은 제안서에 포함된 프로젝트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과정



1월 

5월

7월

9월

1월 

10월

1월 지원서 제출 시작

글로벌 봉사 캠페인

지원서 제출 마감

실사

선발위원회 심의

심사위원 미팅

시상식

주요 일정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물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갖춘 조직이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고등학교라면  

www.ZayedSustainabilityPrize.com 에  

방문해 지원하면 됩니다.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소설미디어 홍보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기업, 조직, 또는 학교를  

추천하고 싶다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nfo@ZayedSustainabilityPrize.com

@zayedsustainabilityprize

@ZSP_EN  

@zayedsustainabilityprize

@zayedsustainabilityprize

@zayedsustainabilityprize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PO Box 54115,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971 2 653 3333 
info@ZayedSustainabilityPrize.com 
ZayedSustainabilityPriz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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