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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오펀 석유 및 가스 유정을 연결하기 위해 초당적인 인프라법에 따라 

뉴욕주가 2,500만 달러 기금을 수여했다고 발표  

  

기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하수 및 지표수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국 내무부가 초기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주에 

2,50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랜드마크인 초당적인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포함된 이 기금은 노후화되고 버려진 석유 및 

가스 인프라로 인한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하수 및 지표수를 보호하려는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된 석유 및 가스 유정을 찾고, 평가하고,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메탄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후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하며, 메탄을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정면으로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 노력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초당적 

인프라법에 포함시킨 뉴욕 의회 대표단에게 감사드리며, 이 기금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 보전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환경과 공공 

안전을 위해 오펀 석유 및 가스 유정을 연결하는 우리의 진전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연방 정부가 지표수와 지하수에 존재하는 버려진 유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모인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결 

해제되지 않은 유정은 또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알려진 메탄을 방출합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는 뉴욕의 노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DE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석유 및 가스 유정을 매핑하고 배치하기 위한 

최첨단 드론 기술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뉴욕의 규제 체계가 

존재하기 한 세기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NYSERDA는 



New York Works Well Plugging Initiative와 함께 DEC 드론 조종사가 주로 뉴욕 중부 및 

서부에 위치하고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려진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맞춤형 무인 항공기 장비 및 계측에 투자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정부의 

엄격한 규제 프로그램 이전에 19세기부터 석유 및 가스용으로 시추되었으며 종종 

먼거리에서 시추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DEC는 400개 이상의 유정을 연결했으며, 뉴욕의 버려진 유정에 대한 

DEC의 연구는 수천 개의 추가 유정이 대기 중으로 메탄 가스를 계속 방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연방 기금은 석유 및 가스 유정을 

적절하게 연결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  

  

오늘 발표된 연방 기금은 메탄과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뉴욕의 여러 

조치를 보완합니다. 올해 초,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기타 유해 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안은 메탄 배출량을 연간 14,000 미터톤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연간 2,000톤 이상 줄임으로써 주정부 주도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의제를 실현하는 이정표입니다. 또한 2020년 규제안은 수입 전기 및 화석 

연료와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하여 메탄과 기타 온실가스의 주 전체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5%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한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Chuck Schumer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와 센트럴 뉴욕에서 

웨스턴 뉴욕 및 핑거 레이크에 이르기까지 북부 뉴욕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석유 및 

가스 유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뒷마당, 식수 공급원 및 지역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제가 옹호한 초당적 인프라법 및 일자리 법안 

덕분에 북부 뉴욕은 이러한 오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수백 개의 유정을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2,500만 달러의 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보수가 좋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화석 연료 산업의 

잔재로부터 지역 사회를 청소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중요한 연방 투자를 제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ydia Velázquez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구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며, 온실가스는이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뉴욕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더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한 초당적 인프라법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은 이 자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오염 물질이 

우리 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펀 석유와 가스 유정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aul Tonk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 작업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면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미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랫동안 기후 행동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초당적인프라법과 

최근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추진해 왔으며 의회가 역사상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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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후 대응을 취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 불의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려는 뉴욕의 노력을 

지원하는 연방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뉴욕시가 주도하는 기후 의제,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와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요소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경제를 지속 육성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 사회 

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뉴욕은 2030년까지 70%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을 

포함하여 2040년까지 의무적인 제로 탄소 배출 전기 부문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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