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재소집한 기후 변화 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의 첫 

번째 회의에 대해 발표  

  

연방 정부가 해산한 정상급의 과학자 및 전문가들로 재구성된 그룹의 기후 평가를 

응용하는 독립 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on Applied Climate 

Assessment)  

  

주지사의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로 재소집된 위원회, 올해 말에 

권고안 제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 정부가 

해산한 후 뉴욕주에서 재소집된 이 위원회는 이번 주 뉴욕시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기후 평가 응용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pplied 

Climate Assessment)라고 명명되었던 이 위원회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민간 부문 계획 등을 도울 수 있는 권고안을 제공하는 

정상급의 과학자 및 전문가 그룹입니다. 2017년 말 Trump 행정부가 해산한 이 연방 정부 

위원회는 Cuomo 주지사의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을 통해 

재소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삶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기후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 행성이 맞이할 머지않은 장래에 

해로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임무는 정치권의 간섭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이 그룹의 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지속 가능한 국가 기후 평가를 위한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for the Sustained National Climate Assessment)로 알려졌었던, 재구성된 이 

그룹은 (1) 기후 변화가 해당 단체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2) 그러한 

영향에 대처하는 계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의사 결정권자에게 조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지구 연구소(The Earth 

Institute)의 Richard Moss 초빙 수석 연구 과학자가 위원장직을 맡은 19 명으로 구성된 

이 독립 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뉴욕시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1990년에 제정된 글로벌 변화 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이 요구하는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연방 정부 기관들 사이의 

활동인 국가 기후 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업무를 통해 주와 도시에서 보다 

깊이 관여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공조할 예정입니다. 이 독립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limateassessment.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의 Richard Kau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과학자와 기후 변화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의 책임을 다시 

한번 떠맡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 이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지원하여 

권고안이 나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의도적으로 과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은 과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깨끗한 

공기를 통해 우리주의 상황이 나아지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지구 연구소(The Earth Institute)의 초빙 수석 

연구 과학자인 독립 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의 Richard Mos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주와 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언은 국가 기후 

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업무가 더 잘 수행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주를 

대표하여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및 미국 기상 학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와 함께 위원회 활동을 지속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을 때, 뉴욕은 이 협약의 목표를 유지하는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및 워싱턴 주와 

힘을 모았습니다.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은 미국 국내 총생산(U.S. gross 

https://www.climateassessment.org/


 

 

domestic product)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들의 주지사 17 명이 동참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야심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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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성 등과 같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좀 더 깨끗하고 더욱 복원력을 갖춘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 전략은 뉴욕주가 

범경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 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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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평가를 응용하는 독립 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on Applied 

Climate Assessment) 

  

위원 명단  

• Richard Moss*, 위원장,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 Susan Avery*, Woods Hole 해양학 연구소(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 Kristin Baja, 도시 지속 가능성 디렉터의 네트워크(Urban Sustainability Directors' 

Network)  

• Maxine Burkett*,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William S. Richardson 

법학 대학원(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 Ann Marie Chischilly*, 노던 아리조나 대학교(Northern Arizona U.), 부족 환경 

전문가를 위한 연구소(Inst. for Tribal Environmental Professionals)  

• Jan Dell*, 와일랜드 재단(Wyland Foundation)  

• Paul Allen Fleming*, 시애틀 퍼블릭 유틸리티스(Seattle Public Utilities)  

• Kathy Jacobs, 아리조나 대학교(U. of Arizona), 기후 적응 과학 및 솔루션 

센터(Center for Climate Adaptation Science and Solutions)  

• Andrew Jones, Lawrence Livermore 국립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Kim Knowlton*, 자연 자원 수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Jay Koh, 더 라이트스키스 그룹/글로벌 적응력 및 복원력 투자 WG(The 

Lightsmith Group/Global Adaptation & Resilience Investment WG)  

• Maria Carmen Lemos*,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대학(School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ny.gov/REV4NY


 

 

• Jerry Melillo*, 생태계 센터(The Ecosystems Center)  

• TC Richmond, Van Ness Feldman 법률 회사(Van Ness Feldman)  

• Lynn Scarlett,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 Jared Snyder,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Jessica Whitehead*, 노스캐롤라이나 해양 보조금(North Carolina Sea Grant) 

프로그램  

• Daniel Zarrilli*, 뉴욕시 시장의 복구 및 복원력 사무국(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Recovery and Resiliency)  

*표가 있는 위원은 원래의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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