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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간과했을 경우 대비 (In Case You Missed It, ICYMI): CUOMO 주지사, 

기후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환경 이니셔티브 제안 

 

주지사, 롱아일랜드 해안(Long Island Coast)의 미국 최대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Offshore Wind Energy Project) 승인.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이용하여 

125만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4 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전례 없는 

공약 

 

뉴욕주 전 지역 전력량을 100 퍼센트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비용 효율이 높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주정부 기관들에게 지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한도를 30%까지 낮추기 위한 새로운 계획 

 

주지사, 2021년까지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폐쇄 합의 발표. 연방 라이센스 

재계약에 따른 예상보다 14년 앞서 

 

“LIPA (Long Island Power Authority)에 90 메가와트 풍력 발전소를 승인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풍력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50%로 올릴 의무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2.4 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100%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뉴욕의 모든 것이니까요.”  

 

이번 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담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전력공사(Long Island Power Authority)에 

미국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90 메가와트 해상 풍력 

프로젝트이며, 몬타우크(Montauk) 남동쪽 30마일 부근에 위치할 예정이므로 롱아일랜드 

해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125만 가구를 위한 충분한 전력 생산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안 해상 풍력 발전을 최고 2.4 

기가 와트까지 개발한다는 전례없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주 전역에 재생 에너지를 100%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책임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의 성공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뉴욕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보다 추가 30% 더 감축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력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국내 최초의 지역 기반 

초당파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배출량이 일관되게 상한선 아래를 달성해서, 

2014년에는 상한선보다 5% 아래였고, 2016년에는 상한선보다 8% 아래로 추정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4월까지 인디언 포인트 에너지 센터(Indian Point 

Energy Center)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엔터지(Entergy)는 이르면 

2020년 4월 인디언 포인트 (Indian Point) 유닛 2를, 2021년 4월에는 유닛 3을 폐쇄하여 

모든 작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장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다른 

엔터지(Entergy) 시설의 새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며, 주정부는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재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전력 송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또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수력과 같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자원을 이용해, 2021년까지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전력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롱아일랜드 해안의 미국 최대 규모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요청 영상과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이용해 최대 2.4 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전례 없는 공약 발표 영상은 YouTube의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 TV 

영상(h264 포맷)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인디안 포인트(Indian Point) 폐쇄 발표 영상은 YouTube의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 TV 영상(h264 포맷)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RGGI 한도는 이곳에서,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폐쇄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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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hQoeymtvhw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YUWVrNXZGR0ZqQTlVag
https://youtu.be/UJ0zwfjQXQc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YUWVxUENGOFEwTWNUQw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5th-proposal-2017-state-state-nations-largest-offshore-wind-energ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4th-proposal-2017-state-state-lower-regional-greenhouse-gas-initiativ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0th-proposal-2017-state-state-closure-indian-point-nuclea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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