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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BARBARA UNDERWOOD 뉴욕 검찰총장, 위험한 화재 진압용 거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 

 

뉴욕의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및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오염의 원인인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 

 

뉴욕의 적극적인 식수 보호 조치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arbara Underwood 뉴욕 검찰총장은 오늘, 주정부가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및 또는 

퍼플루오로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perfluorooctanoate, PFOA) 등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를 제조한 6 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재 진압용 거품으로 인한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및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오염은 뉴버그 소재 스튜어트 주 방위군 공군기지(Stewart 

Air National Guard Base)공군기지와 사우샘프턴 소재 가브레스키 주 방위군 

공군기지(Gabreski Air National Guard Base)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현장에서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및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오염과 관련된 주정부 비용과 천연 자원 피해에 대해 여섯 

회사들이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새롭게 드러나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뉴욕주가 기울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전문가들이 화재 진압용 거품으로 인한 

오염을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 뉴욕은 우리 천연 자원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Underwood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우리 식수와 

환경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뉴욕 주민 수만 명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뉴욕 주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이 회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회사들이 만든 독성으로 엉망이 된 지역을 정화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그 비용을 완전히 상환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소송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쓰리엠 컴퍼니(3M Company), (2) 타이코 

파이어 프러덕츠 합자회사(Tyco Fire Products LP), (3) 캠가드 주식회사(Chemguard, 

Inc.), (4) 벅아이 파이어 이큅먼트 컴퍼니(Buckeye Fire Equipment Company), (5) 

내셔널 폼 주식회사(National Foam, Inc.), (6) 키디-펜월 주식회사(Kidde-Fenwal, Inc.)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 제조업체들이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및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중 보건 및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반드시 인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이 제품들이 (1) 공중 보건 위협, (2) 환경 오염, (3) 천연 자원 파괴, (4) 이 자원에 

대한 대중의 사용 및 향유를 저해함으로써 공적인 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이 제품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이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제조사가 제품의 출시 결과 초래된 해로움과 계속된 제품 

출시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귀중한 천연 자원이 위협에 처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대중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법적 조치는 환경에 대한 국가적인 수호자이자 공중 보건의 치열한 

보호자로서의 Cuomo 주지사님의 유산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 공공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사용한 제품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법적 조치는 환경에 대한 국가적인 수호자이자 공중 보건의 치열한 

보호자로서의 Cuomo 주지사님의 유산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2016년 1월에 연방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뉴욕은 미국에서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을 유해 물질로 규제 한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2016년 4월에는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규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규제로 이러한 물질을 

적절하게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피해를 입은 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가 뉴욕주 슈퍼펀드(State Superfund)의 법적 권한 및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에 대한 최종 규정은 2017년 3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오염이 

발견될 때마다 주정부는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지기를 거절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여러 장소에서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를 사용하여 생기는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3,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오염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자원을 계속 소비하고 있습니다.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이 2000년대부터 대부분의 

신제품에서 단계적으로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화재 진압용 

거품 제품의 출시는 뉴욕주 전 지역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화재 진압용 거품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은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로 알려진 화학 

물질의 일부분입니다.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은 

1940년대부터 열, 얼룩, 기름, 물 등에 저항하는 상업 및 산업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1960년대부터는 화재진압용 발포거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화학 물질입니다. 많은 

종류의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 있지만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성분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오염에 대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대응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 

 

2016년 2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 식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뉴욕주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6월에 환경보존부(DEC)는 선별된 기업, 소방서, 공항, 대용량 

저장 시설,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및 군사 기지를 포함하여,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의 잠재적인 사용자 2,500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이 현재 있거나 또는 이전에 

있었거나, 사용, 저장, 제조, 폐기, 또는 방출되었던 적이 있는 시설 확인을 돕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은 해당 

시설에서 0.5 마일 이내에 있는 공공 또는 사설 급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긍정적인 

응답을 받은 시설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측량했습니다. 이 상수 시설 근처의 모든 시설은 

즉각적인 샘플 조사를 위해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지역 보건부 및 

수자원 구역과 협력하여 공공 또는 사설 상수원으로부터 0.5 마일 이내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주정부는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정부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시설이 

오염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정부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의 영향을 받은 모든 지역을 평가하고 다루기 위해 추가 조사 대상의 우선 

순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은 보건부(DOH)와 

협의하여 환경보존부(DEC)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1) 포괄적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및 

또는 이러한 부지로 인해 발생하는 식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타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1,750 곳이 넘는 비활성 고형 폐기물 부지를 평가하여 우선 순위 

지정, (3)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에 대한 개선 및 완화 조치에 권고안 제공. 이 

과정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수질을 확인하고 적절한 다음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식수 

샘플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용 거품 수거 활동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퍼플루오르 

화합물 성분이 들어간 화재 진압용 거품의 제거 및 적절한 처분을 위한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환경보존부(DEC) 및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활동 재정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했습니다. 6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이 기관들은 오염된 거품을 처리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자체 화재 및 비상 대응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2만 갤런 이상의 오염된 거품이 수거되어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수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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