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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미국 전역의 주지사 11명, 연방 정부에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지지 촉구 

 

Trump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기후 변화 대응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의 

지속적 참여 촉구  

 

Cuomo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미네소타,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주지사들은 오늘,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해 왔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전력 50%를 

충당할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의 적극적인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와 미국의 소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혼자서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에 미국의 지속적 참여를 촉구하는 동료 주지사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강대국들을 결속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사례는,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 실행에 대한 현명한 

투자가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천 개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을 

보여줍니다.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님께, 

 

미국인 1억 700만 명의 거주지이자 미국 GDP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12개 주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arisAgreement.pdf


주지사로서,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님께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것에 비추어 볼 떄, 2005년 수준보다 26-28% 낮은 미국의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학신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실제로 모든 미국인들을 기후 변화의 잠재적인 

비극적 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및 적설량 감소 현상으로 기후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산불 및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 오염 수준이 높아지며, 

병충해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기타 영향 속에서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들은 기후 변화 영향과 경제 비용이 부담이 수천 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정부 지도자로서 기존 미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파리 협약 달성을 가능하면 더 빨리,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은 탄소 공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주민들에게 청정 에너지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모든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제한하는 집단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이 없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국가들이 수 조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은 처음으로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둘 국가는 국내 탄소 공해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세계 기후 변화에 

대응할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인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가 저탄소 리더십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점점 더 쓸모 없어지는 기술 및 경제 경로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각 주에게 있어, 향후 대책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은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져다 줄 

저렴하고 깨끗한 공기의 혜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선도적 미국 기업들은 파리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위험을 해결하고 기회를 얻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경제의 최첨단에 

서기 위해 저탄소 연료 및 기술에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탄소 공해를 줄였던 우리의 실적이 바로 행동할 기회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주도함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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