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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30년까지 뉴욕 소유의 스키장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할 

것을 발표 

 

약속은 Cuomo 주지사가 2030년까지 50%의 주 전력 소비를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청정에너지 기준에 부응 

 

벨레어,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스키리조트는 I AM PRO SNOW라는 기후 프로젝트와 

협력한 동부지구의 첫 리조트로 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등 세 곳의 뉴욕 

소유 스키 리조트가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전력공급을 할 것을 공약하며 I 

AM PRO SNOW 및 100% Committed 캠페인이라는 기후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에 참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Cuomo 주지사가 2030년까지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절반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청정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에 부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레어,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는 이 지역 관광업 

경제를 이끄는 핵심으로서 이번 약속을 통하여 그들은 뉴욕이 전국의 앞장에 서서 기후 

변화와 싸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의 투자를 이런 시설에 투자하며 뉴욕의 미래를 

약속함으로써 이 리조트들은 앞으로의 계속된 활약을 보장합니다.” 

 

FY 2018 행정 예산(FY 2018 Executive Budget)에는 이미 제안한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을 

구축하는 화이트페이스와 고어 마운틴 지역에 대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시설 개선과 

올해 발표한 벨레어 스키센터(Belleayre Ski Center)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추가한 8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합니다. 

 

I AM PRO SNOW 및 100% Committed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더욱 깨끗하고, 회복력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Reforming 

the Energy Vision)의 전략적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대한 계획의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orth-country-highlights-fy-2018-executive-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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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하여 벨레어,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리조트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은 기후 프로젝트인 I AM PRO SNOW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스키 리조트, 타운, 사업체 및 세계 기타 산악지구 커뮤니티에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후 프로젝트의 CEO Ken Ber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프로젝트의 I AM PRO 

SNOW 및 100% Committed 프로그램은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에서 관리하는 스키 리조트 벨레어,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와 합작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갈수록 심각한 기후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이 

적설에 끼칠 것입니다. 이런 스키 지역에 대한 개선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해결방법입니다. 우리의 재생 가능 커뮤니티 파트너는 매일 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할 다음 파트너가 기대됩니다.”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 임시 국장/CEO Mike Pra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 

산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환경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ORDA 산하의 모든 스키 리조트가 환경에 더욱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설기 시스템과 리프트 운영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건물 시스템과 조명에 대해서도 현대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생 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5.3 MWdc의 태양열 

PP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 행정장관 Michael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스터(Ulster)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유일한 순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카운티로서 정부의 전력은 100% 재생 

에너지 자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벨레어를 포함한 모든 

뉴욕주 소유의 스키 센터에서 2030년까지 100%의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공급받을 것에 

대한 발표에 적극 동의합니다.” 

 

에섹스(Essex) 카운티 감리위원회 회장 Randy Pres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스포츠와 활동은 우리주, 특히는 노스 칸트리의 지역 경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을 찾아와서 스키, 스노우슈잉, 아이스 스케이트 등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방문객들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리조트가 기후 프로젝트의 I AM PRO SNOW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기후 위기와 싸우는 데 공동 커뮤니티의 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재생 에너지의 미래에 헌신할 것입니다.” 

 

워렌(Warren) 카운티 감리위원회 회장 Ron Conov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산, 강 호수와 기타 수많은 멋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벨레어,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와 같은 스키 리조트는 2030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자원의 보호를 

도와 가족들과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 최고의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후 프로젝트 소개  

노벨 수상자인 전직 미국 부통령 Al Gore가 설립한 기후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세계적인 기관의 하나입니다. 이 

기관은 5백만 명 이상의 훈련받은 기후 운동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대중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후 위기의 진실에 대해 널리 전파하고 청정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limaterealityproject.org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ClimateReality에서 Climate 

Reality를 팔로우하십시오.  

 

ORDA 소개 

1980년에 레이크플래시드(Lake Placid)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기간에 사용하였던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 정부가 1982년에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을 설립하였습니다. ORDA는 화이트페이스, 벨레어 및 

고어 마운틴 스키 지역,밴호벤버그산(Mt. Van Hoevenberg)에서 열리는 올림픽 스포츠 

종합경기,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링크, 올림픽 점프 종합경기 및 올림픽 경기장 등을 

운영합니다. 국제와 국내의 선수권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ORDA는 수백 만의 선수, 관중 

및 참가자들을 이 지역에 불러들여 막대한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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