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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에정부에정부에정부에 PLUM ISLAND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종합종합종합종합 환경환경환경환경 정화정화정화정화 계획계획계획계획 수립수립수립수립 및및및및 매매매매매매매매 전까지전까지전까지전까지 최종최종최종최종 

검토검토검토검토 촉구촉구촉구촉구 

뉴욕뉴욕뉴욕뉴욕 환경환경환경환경 보존부보존부보존부보존부(DEC), 아직아직아직아직 완전히완전히완전히완전히 해결되지해결되지해결되지해결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2010년년년년 Plum Island 폐기물폐기물폐기물폐기물 처리처리처리처리 및및및및 지하수지하수지하수지하수 오염오염오염오염 

문제문제문제문제 제기제기제기제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국토 안보부(DHS) 및 연방 총무청(GSA)에 모두 서신을 

전달하여 양쪽 기관들이 모두 Suffolk 카운티의 Plum Island에 대한 종합 환경 정화 계획을 제시하고 

매매 전까지 이 지역에 대한 조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0년 4월, 뉴욕 환경 

보존부(DEC)는 수 많은 심각한 환경 문제는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가 이뤄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방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의 소유인 Plum Island는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PIADC)가 있는 곳입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인근 지역 사회에 경제 및 환경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 주 정부의 

관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의사 결정의 

최종 환경영향 진술서 및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3년 간 뉴욕 주는 Plum Island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방 정부의 

Animal Disease Center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Plum 

Island의 매매가 계속 이뤄지기 전에 워싱턴은 정화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항목별로 세세히 수립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이러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뉴욕 주에 부여해야 합니다. Long Island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섬을 Animal Disease 

Center 없이 매각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주변 지역들에 대해 완전한 검사와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0년 DEC는 매립, 건물 및 현장의 다른 지역들과 관련된 수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DEC 담당자가 수행한 현장 후속 검사에 따르면 PIADC는 고체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하지 못한데다 실험실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 관리 및 시험 절차 준수에 

모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DHS는 최근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의 명령제를 실행했습니다. 주지사의 서신은 연방 정부가 

전체 조사를 실시하고 잠재적 건강, 환경,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Long Island 주민들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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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섬이 최종 매각되기 전까지 가능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지사의 서신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93013PlumIslandLetter.pdf  

 

미국 하원 의원 Tim Bishop은 “뉴욕 주가 확인한 Plum Island의 환경 문제는 섬 공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잠재적 가격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 섬의 매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Long Island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상원 의원 Kenneth LaValle은 “연방 정부가 Plum Island 정화에 대한 책임을 재고할 수 있게 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 행정관 Steve Bellone은 “Cuomo 주지사가 국토 안보부(DHS) 및 연방 총무청(GSA)에 

전화를 걸어 Plum Island의 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지난 3년 간 뉴욕 주가 

제기해 온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uffolk 카운티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Plum Island 매각이 이뤄지기 전 

건강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철저히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에게 연락하여 Suffolk 

카운티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Suffolk 카운티 입법의원 Al Krupski는 “East End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재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책임이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Southold 감독관 Scott Russell은 “Plum Island 보존의 시작은 Plum Island의 정화 및 복원과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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