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DiNAPOLI 감사원장, 최초로 탈탄소 자문 위원회 지명  

  

주지사와 감사원장, 뉴욕주 퇴직 연금을 기후 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 강화 발표  

  

뉴욕주 퇴직 연금을 탈탄소화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주지사의 

시정방침을 추진하는 중요한 단계  

  

  

Andrew M. Cuomo 주지사와 Thomas P. DiNapoli 감사원장은 오늘 최초로 뉴욕주 

탈탄소 자문 위원회를 지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 설립은 지난 1월 

주지사가 2018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저탄소 경제 체계에서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는 

최선책을 2,091억 달러 규모뉴욕주 일반 퇴직 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신탁 관리자인 감사원장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는 

재활용 가능 자원 사용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지원하며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문 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뉴욕주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뉴욕주 연금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을 

제안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DiNapoli 감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중에서도 뉴욕주 일반 퇴직 

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은 기후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선도하는 기금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회사로 투자처를 변경하고 새로운 기술 

및 기회를 기회로 삼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백만 명 이상의 공무원, 퇴직자 및 그 가족의 퇴직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가 서장하는 

저탄소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어갈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투자, 금융, 환경, 에너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자문 위원회는 신탁 관리자에게 

신탁 의무와 부합하도록 해당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하고 청정 및 재생 에너지와 

기타 성장하는 투자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공공주 지분을 위해 기금의 저탄소 지수를 확대하고,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 지분을 줄이며, 뉴욕 그린 뱅크(New York Green Bank) 및 기타 단체를 이용하여 

뉴욕주의 녹색 경제에 투자하는 등의 전략을 평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연금 및 

투자자가 자산을 탈탄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문 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권고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자문 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y Krosinsky: Krosinsky 씨는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강사이자 예일 

대학교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교수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Krosinsky 씨는 

Carbon Tracker Initiative와 Real Impact Tracker의 공동창립자 겸 이사이며, NPV 

Associates 대표이자 BlueSky Investment Management의 지속 가능성 자문위원입니다. 

또한, 환경 투자 저널(Journal of Environmental Investing)의 저자 겸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Bevis Longstreth: Ronald Reagan 대통령이 미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커미셔너로서 두 번 지명했던 Longstreth 씨는 뉴 스쿨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of the New School University)와 켄터키 교사 

연금(Kentucky Teachers Pension Fund)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이선 

커밍스 재단(Nathan Cummings Foundation)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수년간 대학 교직원 퇴직 펀드(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 이사회, Grantham, 

Mayo & Von Otterloo 이사회, 세계 은행 연금 재정 위원회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Alicia Seiger: 스탠포드 대학교 스테이어-테일러 에너지 정책 금융 센터(Steyer-Taylor 

Center for Energy, Policy and Finance) 부국장인 Seiger 씨는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로스쿨(Law School), 경영대학원(Graduate School of Business), 에너지 

효율 연구소(Precourt Institute for Energy)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금융 이니셔티브를 

주도합니다. Seiger 씨는 업계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성 기관인 CERES의 이사로 

재직하며, 자산 소유자가 기후 변화로 인한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자료, 도구 

및 전략을 연구하고 혁신 기회를 활용하는 워크숍 시리즈인 ‘새로운 기후 변화에 

투자하는 법(Investing in a New Climate)’을 개발하였습니다.  

  

George Serafeim: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자쿠르스키 학파 부교수인 Serafeim 씨는 High 

Meadows Institute의 이사이자 KKS Advisors의 공동창립자 겸 수석 파트너이며,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표준심의회 전 의원입니다.  



 

 

  

Tim Smith: Walden Asset Management의 ESG Shareowner Engagement 이사인 

Smith 씨는 Walden의 진행 중인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사회, 경영 문제에 

관한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리더십 강화 활동에는 회사와의 대화, 주주의 제안, 

대리인 투표 및 공공 정책 지지 등이 있습니다. Walden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분야에는 

지속 가능성 보고, 정치 자금 조달 및 로비 활동,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보상 및 관리, 

기후 변화, 공급망 표준화, 용수 사용 및 인권 등입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 Smith 씨는 

24년 동안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ICCR)의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ICCR은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권 옹호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지역 기관 투자자 300곳 이상을 위한 기업 책임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Joy Williams: 현재 Zizzo Strategy 선임 고문인 Williams 씨는 이전에 책임 투자 구조를 

수립하고, 세계 최대의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온타리오 교사 연금 플랜(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기후 변화 문제 내부 전문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전문 

엔지니어이자 공인받은 대체 투자 분석가 인 Williams 씨는 기후 변화가 조직 전략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합니다. Williams 씨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및 리더십 사고 고양, 사모 펀드, 인프라, 부동산, 신용 및 공공주 등, 

자산군 전반에 걸친 책임 투자 프레임 워크 개발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Cuomo 주지사의 지시 아래 뉴욕주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방 정부가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에 합류하여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7.4조 달러)를 대표하는 16개 주 연합인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야심찬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의무화했습니다. REV는 태양열, 풍력 및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보다 청정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뉴욕주 일반 퇴직 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뉴욕주 일반 퇴직 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공공 연금으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 평가 자산 2,09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은 주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퇴직자, 연금 수혜자 백만 명 이상을 

http://www.ny.gov/REV4NY


 

 

대표하여 뉴욕주 및 지자체 연금 시스템 자산을 관리 및 투자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투자 기관이자 최고의 자금 운용 계획을 갖춘 기관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소유자 공개 프로젝트(Asset Owners Disclosure Project)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기금의 노력으로 인해 국내 최고의 투자기관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투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연금의 회계 연도는 2018년 3월 

31일 종료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yscomp.org/2ERolCo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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