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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안 시추 작원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연방 하원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위원장에게 서신 발송
Cuomo 주지사: “뉴욕의 해안선은 매물이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목요일에 열리는 연방 토지 및 수자원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
강화법(Enhancing State Management of Federal Lands and Waters Act)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관한 연방 하원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위원장인 Paul Gosar 연방 하원의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에서 주지사는 연안의 시추 작업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주정부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이 법안은 “위험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선례”라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Paul Gosar 의원
위원장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미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1324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Gosar 의장 귀하:
뉴욕의 해안선은 매물이 아닙니다!
나는 연방 토지 및 수자원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 강화법(Enhancing State Management
of Federal Lands and Waters Act)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 법안의
명칭을 보면 주정부가 연안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는 뉴욕에 대해 워싱턴이 또 다른 재정적, 경제적 공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연방 정부가 해안 시추 작업으로부터 연방
소유의 연안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연방 정부에 주정부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강탈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이 연방 의회에서도 수준
이하의 새로운 행위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우리 연안의 석유나 가스 매장지에 대한 모든 측량 또는 시추 계획에
반대합니다. 연안의 시추 작업은 연안 자원과 우리 경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추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심은 과학, 현실, 역사 등에 대한
총체적인 홀대를 보여줍니다. 연방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터무니 없으며 비윤리적인
선례입니다. 심지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그러한 주정부의 보상금이
주정부의 권리 포기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입니다. 내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 뉴욕주는 법원에서 연안 석유 시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연안 자원이 단지 석유와 가스 생산만을 위해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뉴욕의 석유와 가스 수익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우리의 해양 경제와 비교할 때 미미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욕의 해양 경제는 임금으로 약 110억 달러를 창출하고, 주내
총생산에 230억 달러를 기여하며 32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안
지역은 대서양 연안의 최대 항구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광산업 및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1,14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규모 유출 사태는 뉴욕의 연안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연안 풍력 발전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경제에
대한 뉴욕의 대담한 공약을 훼손시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육상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만 투입하는 미국을 선도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2,400 메가 와트의 전력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안 풍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해 수역을 개방하려는 연방 정부의
과도하고 위험한 제안으로부터 뉴욕주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려는 수자원 보호
법안(Save Our Waters bill)을 뉴욕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험하고 전례가 없는
법안을 포기할 것을 귀하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참조:
연방 상원의 Charles E. Schumer 소수당 원내 총무

Kirsten E.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 천연자원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및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소위원회(Sub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Nydia M. Velázquez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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