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정용 청소 용품의 화학 물질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 
 

제조업체들에게 청소 용품의 화학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 뉴욕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는 퍼클로로에틸렌 및 기타 드라이클리닝 화학 성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 

 
지구 주간 (Earth Week)에 맞춰 발표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공약을  

지지하는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청소 용품의 모든 

제조업체가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청소 용품의 화학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사람과 환경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담고 있을지도 모를 가정용 청소 용품의 제조업체가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고 드라이클리닝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퍼클로로에틸렌 및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는 기타 

잠재적으로 위험한 드라이클리닝 용액들을 줄이는 새로운 규정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공약과 업적을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지구 

주간 (Earth Week)에 맞추어서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게 되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에의 책무에 대한 뉴욕주의 유산을 이어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다 

깨끗하고 더욱 환경친화적인 뉴욕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환경보존부 (DEC)가 감독하는 가정용 청소 용품 정보 공개 프로그램 (Household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은 주지사의 2017 년 시정방침 연설 

도중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범위 내의 내용물 함량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여 청소 용품의 모든 성분 및 불순물 등을 

반드시 식별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개제하는 이 정보 외에도 뉴욕은 기업 정보에 대한 링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후 유지하기 위해 주간 화학물질 정보센터 (Interstate Chemicals 



Clearinghouse)와 협력할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2017 

년 가정용 청소 용품 정보 공개 인증 양식 (2017 Household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Certification Form) 초안은 이제 대중의 검토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드라이클리닝업체들이 사용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퍼크 (perc)” 

및/또는 대체 용액을 주변 환경으로 배출하는 양을 줄이도록 주정부 규정 및 연방정부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했습니다. 전미 과학 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퍼크 (perc)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DEC)는 주정부의 현행 퍼크 (perc) 및/또는 대체 용액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작동시키는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시설” 규정을 시설에 맞게 개정하고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는 퍼크 (perc) 및 기타 드라이클리닝 용액의 양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체 용액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이전부터 별도의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과 환경을 화학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제정하여 계속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청소 용품의 화학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퍼크 (perc) 및 기타 드라이클리닝 용액을 주변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우려가 되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에 의한 오염과 인체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가정용 청소 용품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님의 획기적인 새로운 

규정으로 상점 선반에 숨어 있는 화학 물질들에 대해 추측할 필요가 확실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뉴욕 소비자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하여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잘 모르고 인체에 노출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1997 년 환경보존부 (DEC)의 드라이클리닝 규정이 발효된 이후 드라이클리닝 업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에 대한 수많은 요건들이 시간이 

지나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i) 이 규칙 제정을 통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규정 

준수 및 프로그램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추가하며 (ii) 주변 

환경으로 퍼크 (perc) 및 대체 용액 배출을 줄이고 (iii) 대체 드라이클리닝 용액의 사용에 

관한 기술의 발전 및 업계의 변화를 다루며 (iv) 현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뉴욕주의 

규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안은 승인된 대체 용액 또는 퍼크 (perc)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제안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가정용 청소 용품 정보 공개 프로그램 (Housing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에 따라 용품의 이름, 용품에 대해 공개된 정보의 수준, 용품의 화학 

성분, 우려되는 화학 물질 목록에 어떤 성분이 나타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7 가지 

일반 정보 카테고리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기밀 비즈니스 정보로 보류된 경우, 

보류된 정보의 성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환경보존부 

(DEC)에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2017 년 가정용 청소 용품 정보 공개 인증 양식 (2017 Household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Certification Form) 초안의 사본은 환경보존부 (DEC) 웹사이트 

http://www.dec.ny.gov/chemical/109021.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본은 

또한 환경보존부 (DEC) 집행부에게 연락하여 주소 625 Broadway, 14th Floor, Albany, 

NY 12233-1010 으로 우편을 보내 얻거나 또는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518) 402-9401. 이 양식에 대한 의견은 2017 년 6 월 14 일까지 접수되며, 위 

주소의 Elizabeth Meer씨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productdisclosure@dec.ny.gov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뉴욕의 성분 공개 접근방식은 개인 위생이나 어린이 용품과 같은 다른 소비자 

제품으로의 잠재적인 확대를 위한 시험 방식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험 방식은 

소비자 사용의 용이성, 화학 물질 및 건강 위험에 관한 소비자 교육, 제조업체 준수 및 

집행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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