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JAMES 법무장관, 뉴욕주가 허드슨강의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청소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고소 의향 발표  

  

잔존 폴리염화비페닐(PCB) 오염이 공중 보건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위협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A. James 법무장관은 오늘 뉴욕주가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이 진행한 허드슨강 폴리염화비페닐(PCB) 정화 사업의 

대리인으로서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발급한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에 따라, 환경보호청을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허드슨강 상류의 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뉴욕주는 물고기 내의 

폴리염화비페닐(PCB) 레벨이 여전히 환경보호청(EPA)이 인정하는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상이라며, 환경보호청에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하겠다는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은 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환경보호청(EPA)은 제너럴 

일렉트릭(GE)에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허드슨 상류에 대한 

준설 및 정화 조치를 강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환경보호청(EPA)은 4월 11일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는 되풀이해서 기업 및 

환경오염자의 이익을 공중 보건 및 환경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허드슨강은 

뉴욕시로부터 애디론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강바닥 및 물고기 내의 폴리염화비페닐(PCB) 수준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에 강 재생이라는 의무 

실행을 충분히 요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뉴욕주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우리의 수자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완전한 정화 작업의 수행을 

요구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을 고소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강은 뉴욕의 환경과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dec.ny.gov_docs_remediation-5Fhudson-5Fpdf_546031dsr.pdf&d=DwMGaQ&c=B73tqXN8Ec0ocRmZHMCntw&r=wsYHhMn_x2TgY6JYnB5TzfpaK8EAPGih2NnEPTBW9dk&m=uzU5TB_vGf7Z4jjTUrz_2PVQich__-cummFB0dl33RY&s=r6q--g0HNUPK5U0MqWf-APR6lXbQSXVg79EwrWeou3k&e=


 

 

폴리염화비페닐(PCB) 정화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조하는 것은 뉴욕 주민의 건강과 웰빙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시 한 번,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뉴욕주의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허드슨강의 정화 및 재생 작업이 계속되도록 쉼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고소 의향을 밝히기 전, 환경보존부(DEC) 및 법무부(Attorney General's 

Office)를 통해 환경보호청(EPA)에 폴리염화비페닐(PCB) 제거를 위한 6년간의 준설작업 

이후에 잔존 오염 수준 및 환경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준설작업은 환경보호청은(EPA)의 2002년 결정 기록(Record of Decision, ROD)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2016년 8월, 환경보존부(DEC)은 

환경보호청(EPA)이 실시한 허드슨강의 정화 개선 작업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11월, 환경보존부(DEC)은 환경보호청(EPA)에 

폴리염화비페닐(PCB) 오염이 적절한 수준으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샘플링 검사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 12월, 환경보존부(DEC)은 독립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폴리염화비페닐(PCB) 정화를 위한 환경보호청(EPA)의 개선 

작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청(EPA)에 허드슨강 하류에 대한 조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6월,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환경보호청(EPA)이 뉴욕주에게 준설 개선 작업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8월, 환경보호청(EPA)이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자, 

환경보존부(DEC)은 독자적으로 침전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환경보존부(DEC)과 법무장관은 각각 당시 환경보호청(EPA) 청장이었던 Scott 

Pruitt에게 서한을 보내, 환경보호청(EPA)이 허드슨강 상류의 정화 완료 인증을 요구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8년 3월, 법무장관은 

환경보호청(EPA)에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하는 대신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대안을 명시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환경보존부(DEC)과 법무장관은 환경보호청(EPA)에 보내는 공동서한을 작성하여, 개선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사람들의 건강 및 환경이 보호받고 있다는 적절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완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발급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12월, 환경보존부(DEC)은 정화 프로젝프의 실패로 오염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 우리 환경을 보호한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준설 개선 작업이 결정되었을 때 정해진 정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지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의 환경 

및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청(EPA) 및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작업을 완료하여 공중 보건은 물론 우리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허드슨강의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강에 

https://www.dec.ny.gov/press/107389.html
http://www.dec.ny.gov/press/108369.html
http://www.dec.ny.gov/press/108737.html
http://www.dec.ny.gov/press/110351.html
http://www.dec.ny.gov/press/111264.html
http://www.dec.ny.gov/press/111972.htm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releases-state-study-confirming-hudson-river-pcb-cleanup-not-complete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보존부(DEC)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강바닥 퇴적물에 남아 있는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수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백 개의 새로운 퇴적물 샘플을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에 따르면, 전반적인 퇴적물의 평균 폴리염화비페닐(PCB) 농도는 강의 

도달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는 어퍼 허드슨에 폴리염화비페닐(PCB) 오염 

퇴적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약 230종의 

물고기 샘플을 수집하고 준설 프로젝트 당시 및 이후 환경보호청(EPA) 및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물고기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에 따르면, 물고기 

내의 폴리염화비페닐(PCB) 농도는 환경보존청(EPA)의 예상치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로어 허드슨의 어류 폴리염화비페닐(PCB) 농도가 

어퍼 허드슨에서의 정화 작업으로 복원되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결정 기록(ROD)의 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퇴적물 정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 결정 기록(ROD)에 설정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너럴 일렉트릭(GE)에 

반드시 지시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은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추가로 

요구하는 퇴적물 정화 작업의 장소와 양을 결정하기 위해, 어퍼 허드슨의 퇴적물에 남아 

있는 폴리염화바이페닐(PCB)과 어퍼 허드슨의 어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반드시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환경보호청(EPA)이 로어 허드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재정 지원하도록 제너럴 

일렉트릭(GE)에게 명령하거나, 환경보호청(EPA)이 이 일에 재정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어퍼 허드슨의 준설 작업이 로어 허드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개선 작업 효율성에 대한 5개년 

검토안(Five-Year Review)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은 로어 허드슨 지역의 

폴리염화비페닐(PCB)이 미치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어퍼 허드슨 지역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환경보호청(EPA)이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또 다른 퇴적물 정화가 

필요한지도 결정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 수집을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지시할 것을 

환경보호청(EPA)에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청(EPA)은 어류의 

폴리염화비페닐(PCB) 농도가 회복되지 않은 로어 허드슨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재정 

지원하도록 반드시 제너럴 일렉트릭(GE)에 명령해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거부할 경우, 꼭 필요한 이 정화 작업을 환경보호청(EPA)이 재정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존부(DEC)와 환경 단체들은 허드슨강 정화 복원 조치에 대한 환경보호청(EPA)의 

5개년 검토안 보고서(Five-Year Review Report)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재차 



 

 

거부했으며, 환경보호청(EPA)에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합적인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과 국가 비상 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은 결정 기록(ROD)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복원 조치의 효과를 감독해야 합니다. 복원 조치가 결정 기록(ROD)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경보호청(EPA)은 반드시 추가적인 복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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