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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해군-그루먼 오염운의 완전 격리 진행을 위한 협정 발표  

 

 주정부는 오염된 지하수 오염운을 청소하기 위한 우물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미 

해군과 노스롭 그루먼의 약속을 확보  

 

노스롭 그루먼, 1억 440만 달러의 천연자원 손해 배상 제공  

  

롱아일랜드의 유일한 원천 대수층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중요한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 베스페이지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 내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베스페이지 시설(Bethpage Facility) 및 해군 무기 

산업 비축 공장(Naval Weapons Industrial Reserve Plant)과 관련된 지하수 오염운을 

격리하고 청소하기 위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미 해군(U.S. Navy) 및 노스롭 그루먼과의 

원칙적인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미 해군과 노스롭 그루먼은 오염운을 

유압적으로 격리하고 교정하기 위한 추출 우물 네트워크의 건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은 이 지역의 오염운과 관련된 정화, 물 공급 및 대수층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될 총 1억 440만 달러의 천연자원 손해(Natural Resource 

Damage, NRD)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지하수 

오염운을 완전히 격리하면 이웃 지역사회의 물 공급에 대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그루먼 및 해군 현장으로 인한 독성 오염이었습니다.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이 협의로 우리는 오염 유발자들이 자신들이 초래한 환경 파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 동안 이야기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결의안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뉴욕은 산업 오염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미 해군 및 노스롭 그루먼을 대표하는 법무팀에 의해 확정되는 이 계약은 

포괄적인 정리 계획의 모든 단계를 구현하고 완료하고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평가 및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과 자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합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 당사자들과 

이루어졌으며 작년에 발표된 개정 결정기록(Amended Record of Decision, AROD)에서 

이끌어낸 광범위한 협상 후, 환경보존부는 이 오염운을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 미 해군과 

노스롭 그루먼이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과로 

지금까지 뉴욕주의 환경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지하수 오염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염 유발자들과 이룬 합의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지하수 

정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행동을 시작하게 되며, 저는 이 기념비적인 계약을 맺은 

우리의 전문 엔지니어 및 변호사 팀의 작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존부는 2019년 12월에 해군-그루먼 오염운을 

포함하기 위한 최종 계획인, 개정 결정기록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환경보존부는 책임 

당사자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발행하여 주 슈퍼펀드(State Superfund)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오염운의 최종 정리에 중요한 단계를 구성합니다.  

  

미 해군은 오염운의 서쪽 절반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스롭 그루먼은 

오염운의 동쪽 절반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미 해군은 남부 주립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를 따라 두 쌍의 추출 우물을 포함하여 오염운의 

남쪽 가장자리에 유압 격리 우물 네트워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행동은 

오염운의 이동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군은 또한 환경보존부의 개정 결정기록에 

자세히 설명된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운의 중앙에 있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별도의 계약에서 노스롭 그루먼은 오염운의 중앙 부분의 오염 물질 제거를 개선하고 

동쪽 가장자리의 오염운을 격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노스롭 

그루먼은 오염운의 동쪽 중앙 및 남동쪽 지역에 격리 우물을 설계 및 드릴링하여 해당 

지역의 추가 이동을 방지하고 인근 공공 급수 우물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 해군의 오염운 내부 및 경계 작업은 오염운의 격리를 달성하고 

신속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오염운의 격리 및 이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구제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청소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는 미 해군 및 노스롭 그루먼이 수행할 조치뿐 아니라 현재 미 해군과 그루먼에 

기인하지 않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화 노력에 참여해야 할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추가 

당사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가 이러한 지역을 교정할 잠재적 책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뉴욕주는 필요한 모든 정화를 수행합니다.  

  

노스롭 그루먼과의 계약은 조정서(Consent Decree)에 기록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실, 환경보존부 및 노스롭 그루먼이 확정할 이 문서는 그루먼의 정화 작업 범위를 

기록하고, 주 비용 환급을 해결하고, 천연자원 손해에 대한 노스롭 그루먼의 책임을 

해결할 것입니다.  



 

 

  

천연자원 손해는 주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자원 손해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입니다. 해군-그루먼 오염운이 롱아일랜드의 유일한 대수층에 미친 과거와 미래의 

손해는 중대하며 노스롭 그루먼은 주에 대한 천연자원 손해 책임을 해결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1억 440만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조치에는 교정 책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치료 작업에 대한 4,090만 달러가 

포함되며, 오염운으로 악영향을 받은 베스페이지와 사우스 파밍데일 상수 지구(South 

Farmingdale Water Districts)의 두 곳의 우물 보호 및 급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2,85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오염운과 관련된 교정, 물 공급 및 대수층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3,500만 달러의 추가 기금을 설립합니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은 조정서 이전에 특정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루먼은 오염운의 동쪽 중앙 부분의 격리 우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드릴링 프로파일 

천공 및 우물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전 설계 조사 작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작업은 

2021년 초에 시작됩니다.  

  

설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군은 오염운의 가장자리를 따른 네 위치의 복구 

우물 설치를 지원하는 두 개의 작업 계획뿐만 아니라 오염운의 내부에 두 개의 복구 

우물을 설치하는 작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해군-그루먼 오염운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추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앞으로 다른 작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물 건설은 2021년 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군은 동시에 나소 카운티에서 접근점을 찾고 오염운의 내부에 있는 

기존의 복구 우물을 활용하여 임시 지하수 추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시스템은 2021년 4월에 운영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는 개정 결정기록 시행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지하수 흐름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오염운을 수압을 이용해 격리할 교정 

설계를 최적화하고 오염운의 업데이트된 배치 형태에 대하여 주가 지시한 계약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12년 전 이 활동을 처음 촉구한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노력한 후 마침내 해군과 그루먼이 롱아일랜드에서 더 많은 식수를 오염시키기 

전에 독성 오염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오염운이 확산되어 

베스페이지부터 마사페쿠아까지 점점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오랜 기간동안 

해군과 그루먼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주의 지도자들 및 현지 

지도자들과 상수 지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파트너십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해군과 그루먼이 오염운을 완전히 격리하고, 상수 지구를 보정하며 , 이들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나소 카운티 전역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om Suozzi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과의 합의 및 

해군과의 최근 합의는 이 40년간의 악몽에서 내디딘 극적인 발걸음입니다. Cuomo 



 

 

주지사, 환경보존부, 뉴스데이(Newsday), 환경 단체,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함께한 다른 선출된 공무원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저는 베스페이지 상수 

지구(Bethpage Water District)를 가장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부당하게 부담을 견디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사명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때문에 노후된 인프라와 새로운 오염 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공중 보건 및 삶의 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천연 

자원을 보호합니다. 저는 우리 주의 깨끗한 물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이루어 낸 Cuomo 

주지사에게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그루만 해군의 오염운을 정화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한 

획기적인 승리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역사적인 합의는 정화 노력을 촉진하고 

대수층들을 보호하며 현지 상수 지구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 우리 주의 소중한 식수 자원을 보호하고, 롱아일랜드 

주민이 고대하는 정화를 제공하는 Cuomo 주지사와 환경부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John Mik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페이지 주민이며 노스롭 

그루먼/해군 오염운의 정화를 옹호한 사람으로서, 정화의 첫 단계가 시작되고 책임자가 

정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Michael Mont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오염운으로 인한 끔찍한 오염과 관련하여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환경보존부와 미 해군 사이에 이루어진 4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루먼은 우리 

식수와 그레이트 사우스 베이의 수압 오염 격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물과 대수층 청소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스롭 

그루먼이 지역사회에 행해진 손해에 대해 1억 4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제 지역의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 Laura Curr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노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롱아일랜드의 모든 

주민이 축하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나소 카운티는 모든 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금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Joseph Saladin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오이스터 베이의 마을의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일찍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저는 베스페이지, 사우스 파밍데일과 

마사페쿠아에서 수년간 이루어진 작업 및 협력의 결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으며, 환경 

개선이 완료될 것이고 Cuomo 주지사가 그루먼 및 해군에 정화 작업의 비용을 대도록 

하여 기쁩니다. 저희 행정부는 이런 절차를 시작하여 최근의 성공을 이끌었던 친환경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식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깨끗한 물에 3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유일한 원천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는 이 

지역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웨스턴 베이스에서 시더 크릭 

아웃폴(Cedar Creek) 배출구로 배출되는 베이 파크 하수를 전환하는 것과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을 수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 및 연방 기금 8억 달러 이상 지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수역에서 한때 흔했던 조개를 복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 

이상, 롱아일랜드 지하수 연구(Long Island Groundwater Study)를 위한 6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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