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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BILLY JOEL 과 함께 뉴욕 해역 시추 금지안에 서명

뉴욕, 연방 정부의 화석 연료 공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 해역 및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할
조치 취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illy Joel 과 함께 뉴욕주 해역 내 해안 시추를
금지하는 법안(S.2316 (Kaminsky)/A.2572 (Englebright))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뉴욕주는 정부가 관장하는 해안 지역에서 시추 또는 석유, 가스 탐사를 허가하지 못하게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금지되면 뉴욕 해안 근처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뉴욕 수자원과 해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관할 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석유나 천연 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을 허가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정부 소유 수중 해안 지역의 임대를 금지합니다. 주지사는 미국 해안
지역을 시추하도록 개방하자는 Trump 행정부 제안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롱아일랜드 및 뉴욕 해안 시추를
금지합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오늘 서명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존스 비치(Jones Beach)와 모든 해안 지역사회가 이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 시민,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린 것보다 좋은 것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해역에서 해안 시추를 금지하는 이
법안은 우리 수질을 보호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중
일부입니다. 연방 정부가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뉴욕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이루고
기후 변화와 싸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연방 정부는 2019-2024 년용 새 미 외변대륙붕 석유 및 가스 광구 분양
프로그램(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해 나라의 해안을 90% 이상 개방하는
것입니다. 새 연방 계획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서양(Atlantic Ocean)의 광활한

지역이 화석 연료 탐사, 시추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뉴욕의 해안은 커다란 환경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연안 시추의 배제는 주정부가 미국 최고의 해양 경제의 하나인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이 출범 바로 직후에 플로리다 주에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해양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뉴욕에는
그와 같은 배제가 허용되지 않아 약 32 만 개의 일자리와 관광산업 및 어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의
해양 경제는 임금으로 110 억 달러를 창출하고 230 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항(New York Harbor)은 뉴욕주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2,000 마일에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사는 1,140 만 인구의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큰 뉴욕 뉴저지항(Port of New York and New Jersey,
NYNJ)이 해안 시추와 관련한 거대 유출로 타격을 입으면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간접 고용 일자리 40 만 개, 직접 고용 일자리
229,000 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 및 법인 소득으로 900 억 달러를 창출하고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세금으로 85 억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단결하여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반대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해안 지역사회와 경제가
의지하고 있는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에너지 미래
변화, 기후 변화 방지, 무모한 개발 보호를 위해 우리 주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대한
투쟁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변화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와 가스 탐사, 시추, 해안 시추와 관련된 환경 피해 가능성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뉴욕 연안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해안과
수자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에, Cuomo 주지사님의 지시로 뉴욕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의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신중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 보호 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Mark Izeman 뉴욕
지부 회장 및 수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자원을 해안 시추에
개방하겠다는 Trump 대통령의 무모한 계획은 미해결 상태인 반면,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 해안 경제를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이 수자원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일자리와 더불어
소중한 해안 수자원을 보호하고 풍부한 어류 및 야생을 보호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뉴욕은 우리 해안 자원이 연안 시추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막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앞장서서 우리 해안의 풍력을 수집하고 청정 에너지 미래에 투자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은 Trump 행정부가 롱아일랜드 해안에서 시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천연 자원과 지역사회 삶의 질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롱아일랜드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뉴욕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주신 법안 발기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께 갈채를 보냅니다. 민주당
상원 다수당은 롱아일랜드 가족들을 지지할 것이며 뉴욕 해안 근처 어디에서도 시추를
하지 못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해안과 수로는 우리 주의
건강과 웰빙, 환경 및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석유 유출로 인한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그러한 피해가 여기 뉴욕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년 하원이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주시고 여기 뉴욕에서 현실로 만들어주신 환경 보존
위원회(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Steve Englebright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환경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밀어 내는 동안 하원 다수당은 우리 해안과 수로를 보호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관심이 없더라도
롱아일랜드의 수자원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주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석유 시추 금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과 우리 주 전체는 우리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천연 자원을 보호하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도록 우리
해역을 개방하자는 연방 정부의 제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으로 연안 시추를 금지함으로써 뉴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해당 법으로 오락, 어업, 야생동물을 위해 우리 수자원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조치로 롱아일랜드를 관광지로 만드는 천연 자원 및 우리
고향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발기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께 감사드리며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연방
정부에 석유 회사들이 롱아일랜드 해변을 훼손하면서 공공 정책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퍽 카운티를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분야의 국가적 리더로 만들기 위한 새 변화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안가를
지켜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aura Curran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안 시추가 확장되면
수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위험에 처하며
롱아일랜드인들이 직업으로서 의지하는 산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소중한 수자원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과
Kaminsky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Kara Hahn 서퍽 카운티 의회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한 세대가 넘게
해안 및 수로의 산업화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주민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너무나 힘들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와 투자를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근시안적인 정책에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
및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헌신을 재차 확인시켜주신 Englebright 하원의원,
Kaminsky 상원의원,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갈채를 보냅니다."
서퍽 카운티 Rob Calarc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안은 롱아일랜드인들의
중심입니다. 세계 최상급 해면, 활발한 어업, 우리 주민의 건강 및 웰빙은 우리 해안에
달려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리 해안에서 겨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석유 시추를
허용한다는 무모한 계획으로 우리의 활기와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연방 정부가 무책임한 계획으로 롱아일랜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Bridget Fleming 서퍽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입법 2 지구는
브룩헤이븐(Brookhaven)에서 쉘터 아일랜드(Shelter Island), 몬턱포인트(Montauk
Point)까지 이어지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멋진 해변, 강력한 관광업, 별장 경제,
부활하고 있는 농업 및 어업, 모든 중요 경제 촉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관광업 수익은 56 억 달러를 거두고 있으며 10 만 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저는 해안 시추를 금지하고 우리의 특징인 해변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올버니, 롱아일랜드, 서퍽 카운티의 대표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Laura Gillen 헴스테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해변 및
수로는 유명합니다. 우리 해안은 사우스 쇼어(South Shore)의 꽃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방문자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자원을 해안 시추로부터 보호하면 청정
에너지 대안의 탐구를 장려할 뿐 아니라 해변 지역사회를 보존하고 관광업, 어업, 보트
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3 월, 미국 상무부(U.S. Commerce Department)의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대중에게 연안지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에 따라 부여된 주의 검토 과정을 간소화할 방법에 관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은 주가 해안 활동을 자체 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연방 정부에

뉴욕주 필수 해안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David Bernhardt 내무장관은 최근에 정부의 시추 계획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함을 표현했지만 뉴욕 및 기타 해안가 주들은 여전히 압박을 느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타 주 의회는 연방이 제안한 석유 및 가스 임대
확장을 해당 주 해안에서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메인,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해안에서 연안
시추를 방지할 법안 또는 해결안을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오리건은 성공적으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의 해양 자원을 지원하는 데 중대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주 역사상 가장 큰 뉴욕주 인공 암초(Artificial Reef) 프로그램의 확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기록적인 3 억 달러 투자,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대한 25 억 달러 투자, 2019-2020 년
깨끗한 물 예산에 5 억 달러 추가 기금 배정, 롱아일랜드의 갈색 조석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 바다 기금(NY Sea Grant) 프로그램에 200 만 달러 이상 투자, 뉴욕 해안 인근에서
해양 굴착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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