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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이크플래시드의 “Cool Globes” 전시회 개막 발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공공 예술전시회 

 

Cuomo 주지사의 지휘 아래 환경 보호와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바탕한 사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ol Globes” 공공 예술 전시회의 개막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레이크플래시드에서 겨울 시즌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공 예술 전시회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시회 관람객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공공과 기업 모두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위한 주지사의 실천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새로운 공공 예술 전시회는 환경 보호를 위한 뉴욕 주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레이크플래시드 전역의 다섯 곳에 12개 지구본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레이크플래시드 

전시회 사진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 인접한 거울 호수(Mirror Lake) 산책로에 여섯 개  

 레이크플래시드 콘퍼런스 센터(Lake Placid Conference Center) 앞에 두 개  

 미드파크(Mid’s Park)에 두 개  

 시영 주차장 키오스크 구역에 한 개  

 #1 메인스트리트 공원(Main Street Park)에 한 개  

 

“Cool Globes” 전시회는 2007년에 시카고에서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및 

Daley 시장의 환경실과 제휴하여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 전시회를 다녀 갔습니다. 첫 개최 이래 “Cool Globes” 전시회는 워싱턴 

D.C., 샌프란스코, LA, 샌디에이고, 휴스턴, 밴쿠버, 선댄스, 클리블랜드, 보스턴, 

코펜하겐, 제네바, 마르세이유, 암스테르담 및 예루살렘 등 전세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oolGlobes2016.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Globes%201.jpg


뉴욕주의 경우, 로우어맨해튼(Lower Manhattan)의 배터리파크씨티와 버펄로의 

커낼사이드(Canalside)에서 “Cool Globes” 전시회가 이루어졌습니다.  

 

Cool Globes, Inc. 창립자 Wendy Abrams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Cool Globes’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개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뉴욕 주민들의 다짐을 축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본들은 개인과 기업의 간단한 실천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합니다.” 

 

Craig Randall 레이크 플래시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성을 우선으로 삼았던 

3차 및 13차 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지인 이곳에서 Cool Globes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 겨울 내내 레이크플래시드에 전시될 이 지구본들(Cool 

Globes)을 통해, 기후 변화는 현실이고 겨울 휴양 도시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 추세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겨울 여행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ill Ferebee, 에식스 카운티 감리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식스 카운티는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Cool Globes 전시회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과, 그러한 실천들이 합쳐졌을 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Roby Politi 노스엘바 마을 감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촌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관련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Cuomo 주지사의 ‘Cool Globes’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거대한 애디론댁 

공원의 중심인 레이크플래시드 주변에 이 지구본들을 배치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중요한 주립 삼림보존지구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외침을 

형상화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관심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시민의 책임성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주요 성과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계속해서 전국을 선도하여 기후 변화 대처, 환경 

보존,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Cuomo 주지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풍력 발전 계획 추진 및 연방 풍력에너지 구역 입찰 공약: 주지사의 2016년 

시정연설 때 처음 발표된 이 전략 계획은 뉴욕주의 해안지대를 따라 연안 풍력 

발전을 확대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 표준 채택: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표준령이 뉴욕주 

공공행정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대규모 재생 가능 전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30년에는 뉴욕주 전력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 NY-Sun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 사이 태양력 발전 증가율을 

약 750%까지 진척시켰습니다. 

 RGGI 상한선 감축: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2014년 

지역온실가스구상(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상한선을 낮추고 

뉴욕주 전력 부문에 2020년까지 배출량 50% 절감을 이루도록 하는 한편, 청정 

에너지 경제에 현재까지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까지 석탄 없는 뉴욕 실현: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다는 주정부의 목표에 맞춰, 주지사는공공행정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와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남아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2곳을 2020년까지 폐쇄하거나 친환경적인 연료원으로 

교체할 규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통운송의 기후 영향 감소 주도: 뉴욕주는 주지사의 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 ZEV)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뉴욕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사업을 더욱 진척시키는 국제 무공해 자동차 

연합(International ZEV Alliance), 동북부 12개 주 연합체를 통한 교통운송 기후 

영향 구상(Transportation and Climate Initiative)의 착수 등 야심찬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예정된 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무공해 자동차 소비자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10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청정 에너지 기금을 통해 새로운 사업 착수: 

청정 에너지 기금의 지원 하에,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서는 다가구 주택 및 상공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에서 

청정 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돕고 태양력, 풍력 및 기타 에너지원과 보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고성능 전력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 

기금을 통해 뉴욕주는 공공요금 납부자의 할증료를 2016년에 9000만 

달러, 2025년까지 총 15억 달러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 

표준을 보완하여 비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채운다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NY Green Bank의 청정 에너지 사업에 9억 6600만 달러 투자 유치: 

뉴욕주는 전국 최대인 1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은행이 있는 곳입니다. NY 

Green Bank는 현재까지 12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30만 미터톤을 줄임으로써 주정부의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역의 여러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 

2억 700만 달러를 포함, 총 9억 66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투자: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획기적인 3억 달러 

투자금은 수질 및 공기질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개선에 

핵심이 될 뉴욕주 전역의 주요 서식지를 보호하는 여러 중요 사업의 진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17년 회기 예산에 배정된 새 기금은 기후 

영향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및 농가와 기후 복구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호함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2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공식 예측치 수립: 지역사회 위험 및 복구에 관한 

법(Community Risk and Resiliency Act)에 따라, 뉴욕주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 기술과 엄정한 공적 감리를 토대로 주 공식 해수면 상승 

예측치를 수립/채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안 지역과 기업주들은 슈퍼스톰 

샌디와 같은 극한의 악천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의 각급 기관 역시 기후 변화에 맞서 뉴욕 주의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SC (Climate Smart Communities) 육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실천을 지원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정식 가입한 CSC는 모두 

192곳으로 뉴욕 주민 660만명을 아우릅니다. 9개 지자체는 지역 

차원에서 기후 변화를 줄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엄정한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CSC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확정된 2016-17 회기 예산에는 CSC 지원을 위한 신규 EPF 

기금 1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해당 지역사회가 완화 및 적응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EC (Clean Energy Communities) 육성: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CEC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CEC 코디네이터들은 예산 또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로 청정 에너지 관련 목표를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안내서와 사례 연구 등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기금 및 기술 지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효과가 큰 청정 에너지 실천 방안 10개 중 4개 이상을 이행하는 

도시, 카운티, 타운 및 마을 등이 CEC(청정 에너지 지역사회)로 

지정됩니다. 첫 번째로 지정받은 곳은 얼스터 카운티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 구매를 통한 전력요금 절감 기회 창출: 올해 초, 뉴욕주 

공공행정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감을 돕는 

CCA (Community Choice Aggregations)를 더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MEGA (Municipal Electric and Gas Alliance, 

Inc.)에서 제안한 멀티카운티 플랜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력 구매 조합의 

구성을 현재 업스테이트 뉴욕의 몇몇 지역사회에서 고려 

중입니다.MEGA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핑거레이크스에서 허드슨밸리에 

이르는 11개 카운티 약 500,000명의 주민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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