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12 번째 및 14 번째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Y)로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 지명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  

모델 지자체들  

 

2030년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퍼센트를 줄이려는  

주지사의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을 뉴욕의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y)로 지정된 12 번째 지방정부 및 14 

번째 지방정부라고 인증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들에서 복원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2030년까지 뉴욕주 전체 배출량을 40 퍼센트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적극적인 목표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과 힘을 합쳐, 저희는 미래 

세대의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정 에너지 계획들을 지원한 점에 대해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뉴욕 전 지역의 지자체들이 그들의 주도하에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y)가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타카의 톰킨스 카운티 재활용 및 고체 폐기물 센터(Tompkins County Recycling and 

Solid Waste Center)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톰킨스 카운티 의회(Tompkins County 

Legislature)의 Michael Lane 의장과 Bill Goodman 이타카 타운 슈퍼바이저는 그들이 

달성한 인증을 입증하는 도로 표지판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주정부의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Smart Communities Grant Program)이 재정 

지원하는 새로운 음식 찌꺼기 재활용 프로젝트(food scraps recycling project)를 앞으로 

주도할 곳입니다. 

 



톰킨스 카운티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톰킨스 카운티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퍼센트나 인상적으로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배출가스는 21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절감은 파트너십 구축의 결과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적, 

목표 설정,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엄격한 시스템 구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카운티의 기후 대처 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은 또한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자연 지역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다중 위험 완화 계획(multi-hazard mitigation 

plan)에 통합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타카 타운 및 톰킨스 

카운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는 위험 완화 계획(hazard mitigation plan)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톰킨스 카운티의 주민 모두와 

카운티의 인프라는 공동 지역 적응 계획(collaborative local adaptation planning)의 

심도와 범위 덕분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복원력을 더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y)가 되는 것 외에도, 

톰킨스 카운티는 최근에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환경보존부(DEC)의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Smart Communities 

Grant Program)으로부터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25,000 달러: 이 카운티는 5 대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에 대해 지자체 

제로 배출가스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Municipal Zero-Emission Vehicle Rebate 

Program)에 따라 총 25,00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차량 조달 비용은 

환경보존부(DEC)와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이 공동 후원하는 

뉴욕주 총 구매 프로그램(New York State aggregate purchase program)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감소되었습니다.  

• 355,000 달러: 이 보조금은 톰킨스 카운티가 재활용 및 고체 폐기물 

센터(Recycling and Solid Waste Center)에서 음식 찌꺼기를 받아들이는 중앙 

집중식 전송 스테이션(centralized transfer station)을 설치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된 새로운 특수 티핑 패드로 기존 

저장 건물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의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Smart Communities 

Grant Program) 및 지자체 제로 배출가스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Municipal Zero-

Emission Vehicle Rebate Program)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지난 4월 톰킨스 카운티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청정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y)를 

설계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사회 내의 청정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서던 티어의 첫 번째 지역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http://www.dec.ny.gov/energy/109181.html


지정으로 톰킨스 카운티는 지역 비용 분담이 없는 추가적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타카 타운 

이타카 타운은 완화 조치와 적응 조치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균형잡히고 종합적인 지역 

기후 대처 프로그램(local climate action program)을 통해 각각의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서약 요소(Climate Smart Community Pledge Elements)를 구현함으로써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타카는 지자체 운영과 더 넓은 지역사회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완성했으며 지속 가능성 및 기후와 에너지에 공헌한 단원을 종합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타운은 또한 지역 코드 내에서 하천 

평탄화 조례(stream setback ordinance)를 통해 강기슭의 완충지대를 보호하는 등의 

적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인증(Climate Smart Community 

cert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이 타운은 에너지 효율의 가치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주택 

시장에 제공할 가정용 에너지 스코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독특한 주거 에너지 스코어 

프로젝트(Residential Energy Score Project)에서 혁신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 

에너지 스코어 프로젝트(Residential Energy Score Project, RESP)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타운은 또한 최근 친환경 빌딩 정책 프로젝트(Green Building Policy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연구하고 이타카 타운 및 이타카 시가 그러한 기준을 장려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타카 타운은 건물 에너지 감사 및 조명 업그레이드를 

수행했고 여러 대의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 건물에 

퇴비화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이 타운은 지자체 시설 및 지자체 

인프라에서 전기 사용량의 100 퍼센트를 상쇄하기 위해 Green-e 인증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딧(Green-e certified renewable energy credits)을 충분히 구입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모든 타운 시설에서 사용된 전체 에너지의 약 68 퍼센트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이타카 타운은 2020년까지 정부 운영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톰킨스 카운티 의회(Tompkins County Legislature)의 Michael Lan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킨스 카운티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모범 사례로서 지속적으로 감축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의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인증(Climate Smart Community 

certification)을 받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들이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대비하면서 배출가스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활용 

및 고체 폐기물 센터(Recycling and Solid Waste Center)의 중앙 집중식 음식 찌꺼기 



전송 스테이션(centralized food scraps transfer st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수여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자원의 지원을 

통해, 톰킨스 카운티는 이 같은 인증에 부응하고 다른 지역사회들과 그동안 배운 점을 

공유하여 더욱 커다라 진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oe Mareane 톰킨스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킨스 카운티에서 저희는 

내일의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저희의 힘을 모두 쏟아야 한다는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y)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환경 보호 책임자로서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톰킨스 

카운티에서 향후 수년간 청정에너지 옵션과 기후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Bill Goodman 이타카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의미있는 

인증에 대해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주정부의 

리더십에도 감사드립니다. 연방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 퇴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타운의 전략 중 하나이자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 노력의 핵심 요소는 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유지하고 있는 협력관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이타카 

시와 지속 가능성 기획자(Sustainability Planner)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거 에너지 

스코어 프로젝트(Residential Energy Score Project)를 위해, 이타카 타운은 톰킨스 

카운티와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뿐만 아니라 지자체 5곳의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업무와 협업의 힘을 인정해 주신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립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지고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의 

오래 지속되어 온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인증(Climate 

Smart Communities certification)을 획득하신 Lane 의장님과 Goodman 슈퍼바이저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John B. Rhod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깨끗한 에너지를 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기여한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에 축하드립니다. 지방정부들은 뉴욕의 

지역사회들을 보다 깨끗하고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기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미국을 

선도하는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Tom 

O’Ma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 효율, 지방 

기후 복원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환경 품질을 개선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뛰어난 

활동을 진행하는 리더십을 인정받은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에 축하드립니다. 이 

지역 기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여전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Pamela A.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뉴욕은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따라 저희는 거주하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적합한 강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미래 

세대의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실행한 프로그램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종류의 지속 가능성 및 복원성을 담보하는 

활동들입니다. 저는 톰킨스 카운티의 노력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 카운티를 본보기로 

삼은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역사회들이 기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에 

따른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를 위해 본보기가 되어 준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지자체들은 뉴욕과 미국을 

위해 그들이 성취한 결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Edmund G. Brown, Jr.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함께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설립함에 있어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보완합니다. 이 세 주정부는 파리 협약(Paris Accord)을 탈퇴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맞서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연합체는 2005년 수준에서 26 퍼센트에서 28 

퍼센트까지 배출가스를 줄여서 연방정부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의 목표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한다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국의 

주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이 발표한 

이 연합체는 현재 13 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 주의 노력으로 미국 

기후변화 동맹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강화하여 

정보와 최적의 경험 공유를 촉진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모든 경제 분야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톰킨스 카운티 및 이타카 타운 외에도 12 개의 다른 지방정부들이 공인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ertified Climate Smart Communities)로 지정되기 위해 엄격한 검토 절차를 

끝마쳤습니다. 지방정부들 다음과 같습니다. 얼스터 카운티 (브론즈), 킹스턴 시 (브론즈), 

도브스 페리 빌리지 (브론즈), 스키넥터디 카운티, 로체스터 시, 매디슨 카운티, 마마로넥 

타운, 이스트 햄프튼 타운, 코틀랜드 타운, 오렌지 카운티, 올버니 시, 워터블리트 시. 이 

지역사회들은 뉴욕의 선두에서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들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new-york-governor-cuomo-california-governor-brown-and-washington-governor-inslee-ann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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