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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상한선을 30% 낮추는 새로운 규정의 

채택을 발표  

  

환경보존부 및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규정,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기 부문의 

배출 감소  

  

낮은 상한선을 통해 지역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준선보다 65% 낮아질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국내 최초의 지역 프로그램인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채택한 이 규정은 뉴욕의 30% 지역 상한 감소분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여 2030년에는 지역 배출량이 시작 상한선 수준보다 65% 아래로 

감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는 뉴욕의 상한선을 기타 참여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주들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려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따른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요건을 지지합니다. 

또한 RGGI 주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환경, 보건 및 경제 혜택을 창출하도록 

요청하는 주지사의 2017년 1월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챌린지를 충족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 리더십에 대한 표준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의 랜드마크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위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상한선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확장하는 귀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전투의 선두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가 더 깨끗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의 개선으로 2030년 지역별 배출량 제한은 2009년 시작 수준보다 65%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뉴욕은 프로그램에 더 작은 첨두 단위를 추가하여 많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파트너 주보다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은 근원지의 대부분은 

뉴욕의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지역사회, 유색인 및 저소득 지역사회, 

불균형하게 대기 오염의 부당하고 역사적인 부담을 떠안은 지역사회에 위치함을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4th-proposal-2017-state-state-lower-regional-greenhouse-gas-initiative


 

 

인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규정을 개정하면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허용 공매로 인한 수익금 투자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사회에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배출량 억제 

준비금(Emissions Containment Reserve, ECR)의 생성입니다. 이는 이러한 감소의 

비용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에 더 적은 허용을 공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능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축산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상쇄 범주를 제거하여 발전소의 

감소량을 지속하도록 보장합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로 모범을 보이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배출량을 

더 줄이고 전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법을 발전시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임시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우한 지역사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우선순위이며 기후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정부의 국가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계속 나아갈 때, 모든 뉴욕 주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환경보존부가 제안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규정(파트 242)는 4월 29일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게시되었으며, 공청 기간은 2020년 6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제안된 규정은 2020년 5월 13일일 주 

등록부에 게시되었으며, 공청 기간은 7월 13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의 최종 

규정은 12월 16일 주 등록부에 게시되며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환경보존부의 최종 규정 및 뒷받침 내용은 현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규정은 12월 1일에 열린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주 등록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최종 규정 및 

뒷받침 내용은 현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더욱 나은 발전 추진 방법으로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를 마친 뉴욕은 2040년까지 

다른 주정부보다 빠르게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과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목표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https://www.dec.ny.gov/regulations/120061.html
https://www.nyserda.ny.gov/Researchers-and-Policymakers/Regional-Greenhouse-Gas-Initiative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이상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의 기후 대책 위원회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limate.ny.gov을 

방문하세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미국 최초의 필수 시장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주 간의 협력 노력으로 전력 

부문의 CO2 배출량을 제한 및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ggi.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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