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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검찰총장, 이스턴 롱아일랜드 해협(EASTERN 

LONG ISLAND SOUND)을 준설 폐기물 하치장으로 지정하려는 미국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뉴욕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  

  

해양 투기법(Ocean Dumping Act)과 연안 지역 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위반을 인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및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에 

대한 환경 영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환경보호청(EPA)  

  

여기에서 소송에 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Eric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뉴욕주가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상대로 뉴욕 동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수천만 입방 야드 규모의 준설 폐기물을 이스턴 롱아일랜드 해협(Eastern Long Island 

Sound)의 영구적인 개방 수역 하치장에 투기하도록 지정하겠다는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부지 

지정은 해양 투기법(Ocean Dumping Act)과 연안 지역 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을 위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청(EPA)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정을 통해 이스턴 롱아일랜드 해협(Eastern Long Island Sound)을 

준설 폐기물 하치장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지정이 중요한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에 대한 주요 위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보물 같은 수역에 준설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뉴욕이 

종식시키기 위해 기울인 오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입니다.”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역은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환경보호청(EPA)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필요한 하치장을 지정함으로써 환경보호청(EPA)은 엄청난 양의 준설 

폐기물을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의 또 다른 수역에 투기할 수 있게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2017-08-17_complaint.pdf


되었습니다.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방정부가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우리는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주지사는 환경보호청(EPA)이 수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스턴 

롱아일랜드 해협(Eastern Long Island Sound) 하치장 지정에 반대하여 투쟁하려는 

뉴욕의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는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부지 지정을 롱아일랜드 해협 연안 관리 프로그램(Long 

Island Sound Coastal Management Program)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했습니다. 2016년 12월, 뉴욕주는 환경보호청(EPA)이 지정을 확정한 직후 즉시 

소송 의향서(Notice of Intent to Sue)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자원은 우리 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을 보호하도록 Cuomo 주지사님이 

지시하신 이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지역의 이런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스턴 사이트(Eastern Site)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은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구식 

준설 관리 결정에 의해 약화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경제적, 생태학적 

보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이 생태계의 개방 수역에서 자행하는 준설 

폐기물의 처리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가 스스로의 공약을 

부인하고 책임을 거부하는 연방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5년에는 뉴욕주와 코네티컷주가 요청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후 규정 및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의 하구에서 준설 폐기물 투기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있어 중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목표를 설립했습니다. 이 규정의 의도와 

어긋나게, 2016년 환경보호청(EPA)은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의 영구 

개방 수역 투기 지점 수를 이스턴 롱아일랜드 해협(Eastern Long Island Sound)을 세 

번째로 지정하면서 증가시켰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투기 현장을 지정하는 데 있어 환경보호청(EPA)이 투기 현장 위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상의 갈등을 확인하고, 다른 시험 체제하에서 준설 

폐기물 투기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며, 역사적으로 사용되거나 해양 하치장을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사이트에서 기존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고발합니다. 

또한 환경보호청(EPA)이 침전물 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뉴욕주의 우려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준설 폐기물이 과거와 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intent-sue-us-environmental-protection-agency-over-eastern


뉴욕주는 또한, 공개 수역 준설 폐기물 처리의 증가는 롱아일랜드 해협을 복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공공 투자 정책과 상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미래 세대를 위해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자료를 유익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고지대를 대안으로 추구하려는 뉴욕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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