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TRUMP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는 반면에, 뉴욕은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한다고 발표한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우리 환경, 우리 경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뉴욕은 Trump 대통령이 우리를 퇴보시키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통적인 석탄 발전의 사용을 종식시키려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이끌기 위해 결합한 정부, 기업, 기타 단체의 국제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뉴욕이 가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주지사는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Andrew 

Wheeler 청장 대행에게 환경보호청(EPA)이 석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을 대체하기로 제안한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환경, 우리 경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뉴욕은 Trump 대통령이 우리를 퇴보시키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뉴욕이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여 계속 더럽고 위험한 화석 

연료와의 싸움을 주도하기 위해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대담한 임무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미국을 이끄는 공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청정 에너지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우리 환경 부문에서 이룬 

우리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님과 저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석탄 발전의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일원으로 

전 세계 정부 및 단체들과 힘을 합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뉴욕의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발전시키며 우리 기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letter-epa-against-proposed-coal-regulation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letter-epa-against-proposed-coal-regulations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제 23차 당사국 총회(23rd Conference of Parties, COP23)의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제안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전통적인 석탄 발전의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이끌고 있는 정부, 기업, 기타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이 동맹은 전통적인 발전소의 

급속한 단계적 폐지를 통해 깨끗한 성장과 기후 보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까지 석탄을 없앤다는 주지사의 2016년 시정방침 서약(2016 State of the State 

pledge)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를 시행할 규정을 제안할 것을 

환경보존부(DEC)에 지시한 Cuomo 주지사는 기존의 주요 발전 설비에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CO2 emission rate)을 설정하여, 주요 발전 설비(Major Electric Generating 

Facilities)에 대한 뉴욕주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CO2 Performance Standards)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직원과 지역사회가 미래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 기후 경력 계획(Clean Climate Careers 

initiative)과 발전 설비 중지 완화 기금(Electric Generation Facility Cessation Mitigation 

Fund)을 통해 설비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석탄을 

없애도록 전환하는 시설을 지원할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체를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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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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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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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ed-regulations-make-new-york-power-plants-coal-free-2020
http://www.ny.gov/REV4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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