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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저렴한 주택을 위한 약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녹색 채권  

(GREEN BONDS) 발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택 개발을 위한 국제 인증을 획득한 전국 최초의 주 

 

뉴욕주 전 지역에서 640채가 넘는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지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채권 

 

기후 문제를 해결하며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국가적인 리더로서의 뉴욕주 명성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녹색 채권 (Green Bonds)”으로 뉴욕 주가 약 1억 달러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 세계의 프로젝트들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Climate 

Bonds Initiative를 대신하여 기후 채권 표준 위원회 (Climate Bond Standards Board)가 

인증한 저렴한 주택 개발 채권을 획득한 전국 최초의 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색 채권 (Green Bonds)은 보다 깨끗하며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전선에 뉴욕주를 서게 하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뉴욕주는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선구적인 해결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면서, 이 녹색 채권 (Green Bonds)으로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콘퍼런스 (Sustainable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발표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것은 뉴욕주가 단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이기도 한 

주택 개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 중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의 주택 금융 기관 (Housing Finance Agency)은 지역 경제의 경제 활동에 

거의 2억 달러를 투입하여 킹스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먼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640채 이상의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지원 아파트를 건설할 4가지 

개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녹색 채권 (Green Bond)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국제 인증으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며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뉴욕주의 명성을 전국적인 리더로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주는 Climate 

Bonds Initiative가 인프라 재개발 및 개선 프로젝트, 대중 교통 권장,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계속하기 위해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를 위한 채권 

수익금으로 5 억 달러를 인증했을 때 교통을 위한 최초의 녹색 채권 (Green Bonds)을 

발행했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뉴욕주 전력량의 50퍼센트를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확보한다는 주지사 명령인 청정 에너지 표준 (Clean Energy Standard)을 발표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 (Clean Energy Standard)은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켜서 환경을 

보호하여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모든 신축 다세대 

프로젝트는 친환경 표준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다른 주들의 모델이 되는, 전국에서 주택 채권 발행을 가장 많이 하는 주입니다. 

주택 채권은 이제 녹색 채권 (Green Bond) 지역사회에서 더욱 시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정 자산 45조 달러가 기후 및 책임 투자에 대해 공약을 한 투자자들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James S. Rubin,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 나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채권 (Green Bond) 인증으로, 

뉴욕주는 저렴한 주택 개발을 주도하여 뉴욕주 가족들의 더욱 복원력 있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해결책의 최첨단에 다시 서 있습니다.” 

 

John B. Rhode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며 안락한 건물을 건설하는데 있어 건물 소유주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뉴욕주의 훌륭한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포함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상원 주택위원회 (Senate Housing Committee) 위원장인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가족들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이기도 한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욕주가 ‘녹색 채권 (Green 

Bonds)’을 통한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나라를 선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Jamie Rubin 주택 개발부 커미셔너와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표준의 결과로 약동하는 혁신과 진보를 

보게 될 것이며, 저렴한 주택 개발을 더욱 가치있도록 만드는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원 주택위원회 (Assembly Housing Committee) 위원장인 Keith L.T. W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저렴한 주택이 모자라는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이러한 진보적인 

사업을 위한 주지사님의 주택 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Sean Kidney, Climate Bonds Initiative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출 가스량을 

감소시키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현대적인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녹색 채권 (Green Bond)을 통해 

뉴욕주가 보여주는 기후 리더십은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혁신의 신호입니다. 이 

인증된 부동산 채권은 주택 금융 기관 중에서 최초입니다. 뉴욕주는 다른 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친환경 투자 (green investment)를 위한 모범 사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마켓 리더인 Enterprise의 Judi Kende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nterprise는 Cuomo 주지사님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HCR)이 지속가능한 

주택의 혜택을 뉴욕주 전 지역의 수백 군데 저소득 가구로 확대할 예정인 현명하고 

공평한 녹색 채권 프로그램 (Green Bond Program)을 개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저렴한 친환경 주택은 기후 복원력과 건강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녹색 채권 (Green Bonds)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저렴한 친환경 주택의 국가 표준인 Enterprise Green 

Communities Criteria를 뉴욕주에서 외부 기관이 인증한 최초의 녹색 채권 (Green 

Bond)에 사용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뉴욕주 및 미국 전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 개발의 국가적 리더인 Enterprise 

Community Partners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nterprise는 디자인, 위치/이웃, 

환경 및 기타 현장 개선, 용수 보존, 에너지 효율성, 재료, 건강한 생활, 건물 운영 , 거주민 

참여 등을 포함한 ‘친환경 지역사회 (Green Communities)’를 인증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청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Enterprise의 친환경 지역사회 표준 (Green Communities standard)에게 Climate Bonds 

Initiative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대리로서의 자격을 주도록 Enterprise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채권 (Climate Bond)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채권을 제공하는 측은 보고, 투명성, 

기본 자산의 친환경 특성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수익금 추적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절차 및 통제가 설정되어야 하고, 관련 자산에 대한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은 Climate Bonds Initiative 위원회가 승인한 독립적인 외부 검증 기관에 의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채권 (Green Bond) 발행 기관은 녹색 채권 

(Green Bond) 수익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를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처음에 기술한 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Climate Bonds Initiative는 저탄소 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자 중심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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