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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프래킹 금지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뉴욕의 프래킹 금지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가스전을 완성하거나 

재완성하기 위해 대량의 프래킹을 사용하는 드릴링, 디프닝, 플러그 백, 시추 전환 신청 

허가를 승인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래킹에 대한 뉴욕의 리더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포함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제 이를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래킹이 금지된 후 5년 동안 우리는 이 선택이 서던 

티어만을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76웨스트(76West) 및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 에너지 및 경제 개발 투자의 온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추가 성장을 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량의 프래킹은 매우 단단한 암석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시추 조작 기술을 사용합니다. 수평 드릴링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대량 프래킹은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2014년에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검토를 

통해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증가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완화 조치의 적절성 등 보건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한 경고 신호와 건강상의 

우려를 반증하는 확실한 연구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보건부는 뉴욕주에서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이 방식을 

금지했으며, 대량의 프래킹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종합적인 7년간의 검토 과정을 마쳤습니다. 뉴욕은 상당한 천연가스 자원을 가진 주 중에 

이를 가장 먼저 금지했습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담한 환경 의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프래킹의 영구 금지는 수질 

보호,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 리더로서의 역할 지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이자 환경 옹호자인 Mark Ruffa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 보건 

전문가, 뉴욕 주민들과 함께 프래킹 금지법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을 예산에 포함시킨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프래킹이 식수, 공중 보건 및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프래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진정한 환경 

및 기후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7년에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의 다수를 구성하는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들과 함께 델라웨어 

리버 유역 석유 및 가스 프래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초안 발표에 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과 1천 5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중한 물 공급을 더욱 보호했습니다.  

  

금지를 계기로 서던 티어의 청정 에너지 생태계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으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분야의 혁신으로 

서던 티어에 자리 잡아 2017년 기준으로 4,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밀도의 예에는 76웨스트 청정에너지 대회(76West Clean Energy 

Competition)의 성공, 서던 티어에 위치한 임페리엄3(Imperium3), 성일(Sungeel), 

미카투(Micatu)와 같은 신생 사업체,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의 Stan Whittingham을 포함한 이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문성에 대한 최근의 주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가 개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수상 전략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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