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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ATTERY PARK CITY의의의의 "COOL GLOBES"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발표발표발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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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Battery Park City의 “Cool Globes” 전시회 개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공공 예술 전시회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시회 관람객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심한 날씨 사태에 계속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이 새로운 통상적 

사태의 효과를 감축, 완화하고 적응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지사지사지사는는는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여러분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Cool Globes, Inc.가 후원하는 이 전시회는 12가지 지구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 

각각은 대중과 기업이 어떻게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증대, 100% 소비후 자재로 

만든 제품 구입, 라사이클링 증대 및 도시 조경 녹화 같은 행동을 통해 매일 기후 변화를 

줄이고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글로벌 리더들이 금주에 뉴욕시에서 회의함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로 우리가 

직면하는 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탄력성을 증대하고 배기 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뉴욕주의 조치를 홍보하기 위해 Cuomo 지사가 9월 22일-29일로 선포한 기후 주간에 

즈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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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뉴욕주민들의 

다짐을 기념하기 위해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Cool Globes를 뉴욕주에 가져와 

기쁩니다”라고 Cool Globes, Inc.의의의의 창립자창립자창립자창립자 Wendy Abrams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구들은 

개인과 기업의 간단한 조치에 의한 기후 변화 해법을 홍보합니다.” 

 

“Battery Park City는 Cool Globes 전시회를 위한 완벽한 장소이며 우리는 이를 개최하여 

흥분됩니다”라고 Battery Park City Authority의의의의 총재총재총재총재 Shari C. Hyman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도전과 탄력성 대책의 중요성을 직접 이해하는 장소로서 이러한 구들이 

그들의 임시 집을 여기 Pier A Plaza에서 찾은 것은 특히 적절합니다.”  

 

이 전시회는 2007년에 시카고에서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및 Daley 시장의 

환경실과 제휴하여 처음 개최되었으며,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전시회는 Washington D.C., San Francisco, Los Angeles, San Diego, Houston, 

Vancouver, Sundance, Cleveland, Boston, Copenhagen, Geneva, Marseilles, 

Amsterdam 및 Jerusalem 등 전세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ol Globes, Inc.는 2006년에 

501c3 비영리 단체로 창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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