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JAMES 검찰총장,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정화에 대하여 

TRUMP 행정부에 소송 제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에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정화에 대한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너무 빨리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소송  

  

모니터링 자료상 허드슨강(Hudson River)의 물고기는 여전히 독성이 강해 식용 불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검찰총장은 오늘,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mpany)에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제거에 대한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행 시 연방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2019년 4월 11일, 제너럴 

일렉트릭(GE)에 강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제거 요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부했으나, 강 일부에서는 아직 위험할 정도로 농도가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발행일에 

환경보호청(EPA)의 5개년 검토안(Five-Year Review)은 정화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적절히 보호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당 기관이 

정화의 기준 충족 여부나 충족 시점을 판단할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기타 이유로, 소송은 환경보호청(EPA)의 제너럴 일렉트릭(GE)에 

대한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발행이 당 기관의 법적 권한 밖이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오염 유발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뉴욕 주민과 환경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는 뉴욕의 가장 귀중한 자연 및 경제적 자원이지만 수년간의 준설로 

강물과 물고기 내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오염 수준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강 주변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활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에 강을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hr_complaint_w_index_no.pdf


 

 

회복할 책임을 묻지 못했으므로 뉴욕주는 완전한 회복을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James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청(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같은 대형 오염 유발 기업들의 책임을 이대로 소송 없이 

면해주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물고기들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오염도는 여전히 높아 안전하게 먹을 수 없으며, 

환경보호청(EPA)은 언제 오염이 정화될지, 혹은 가능할지조차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이 이 사실 또는 법을 무시하고 단순히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정화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환경보호청(EPA)이 법을 따르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진정으로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정화를 완료하고 마침내 뉴욕주민들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싸우는 

대신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수십년간의 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정화에서 손을 

떼도록 허가함으로써 임무를 포기하고 업무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은 환경보호청(EPA)과 제너럴 일렉트릭(GE)이 맡은 일을 제대로 완수하여 공중 

보건, 귀중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환경, 깨끗하고 건강한 강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슈퍼펀드 지구(Superfund site)는 

뉴욕 허드슨 폴스에서 뉴욕시의 배터리파크에 이르는 약 200마일의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포함합니다. 이 지구는 다음의 두 주요구역으로 나뉩니다. 허드슨 폴스에서 

트로이의 페더럴 댐(Federal Dam)으로 흘러내리는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약 40마일 길이)와 트로이의 페더럴 댐에서 140마일을 흘러 뉴욕시 맨해튼의 

배터리 파크의 남쪽 끝에 도달하는 로어 허드슨 리버(Lower Hudson River)입니다.  

  

2002년 2월, 환경보호청(EPA)은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 슈퍼펀드 

지구(Superfund site)에 오염된 강의 퇴적물을 처리하라는 결정 기록(Record of Decision, 

ROD)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2002년 결정 기록(ROD)은 어퍼 리버(Upper 

River)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퇴적물 

준설을 선택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환경보호청(EPA)의 감독하에 2006년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의 조건을 따라 폴리염화바이페닐(PCB)에 오염된 퇴적물의 

약 265만 입방 야드 준설을 목표로 시행했습니다. 해당 준설은 2009년 봄에 시작되어 

2015년 가을에 완료되었습니다.  

  



 

 

James 검찰총장은 환경보호청(EPA)이 이 정화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고 

보장하지 못하므로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자료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 사는 물고기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농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결정 기록(ROD) 

목표의 세배나 되며, 실제로 준설이 중단된 이후 3년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및 공공이익단체 씨닉 허드슨(Scenic 

Hudson)과 시에라 그룹(Sierra Club)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에 오염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구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개선을 위한 준설은 강의 퇴적물에 결정 기록(ROD)이 예상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을 남겼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청(EPA)의 평가에 따르면 정화 

작업이 어퍼 리버(Upper River)에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을 결정 기록(ROD)의 

예상치보다 13톤이나 많이 남겼습니다. 어퍼 리버(Upper River)에는 약 54톤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이 남아있습니다.  

  

James 검찰총장은 오늘 미국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의 뉴욕 남부 지부(Nor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환경보호청(EPA)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정화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 해당 기관의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Greg Williams 허드슨 리버 슬루프 클리어워터(Hudson River Sloop Clearwat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청(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에 책임을 묻도록 강제하는 뉴욕의 소송을 지지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2005년 해당 사건으로 합의한 후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 끼친 피해를 정화하는 데 

겨우 수익의 1.5%를 사용했습니다.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게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시 

50년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리버키퍼(Riverkeeper)의 Paul Galla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한심할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정화작업에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함으로써 우리의 강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청(EPA)의 결정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GE)가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환경보호청(EPA)의 책임 포기를 알리고 건강한 허드슨을 원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나서주신 Cuomo 주지사와 James 검찰총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Roger Downs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대서양 지부 보존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정화에 대한 잘못된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에 문제를 제기한 James 검찰총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서 오염된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식탁에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톤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이 강 퇴적물에 

남아있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주민들의 다수는 저소득, 이민자, 소수 

지역사회를 대변합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완전히 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받아 마땅한 정의입니다."  

  

Ned Sullivan 씨닉 허드슨(Scenic Huds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닉 

허드슨(Scenic Hudson)은 이 필수적인 환경, 공중 보건 및 경제 문제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관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문제는 뉴욕주 및 미국의 

슈퍼펀드 지구(Superfund sites)에 대한 선례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정화 완료를 선언하기로 한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보호하는 Letitia James 검찰총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자료상 

정화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환경보호청(EPA)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 

결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연방 슈퍼펀드 프로그램(Superfund program)의 진실성 또한 

영원히 약화될 것입니다. 물고기는 여전히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암 유발 화학 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50세 미만의 아동과 여성은 애디론댁의 언덕에서 뉴욕항(New York Harbor)에 이르는 

200마일의 구간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허드슨과 사람들을 위해 이 법을 무시하는 행위와 싸우는 Cuomo 

주지사와 James 검찰총장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안은 James 검찰총장을 위해 검찰총장 보좌관인 Jamie Woods와 Brittany Haner,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의 환경학자 John Davis이 처리하며, 

사무부국장 Lisa M. Burianek과 사무국장 Lemuel Srolovic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은 검찰총장의 사회정의국(Division of Social 

Justice)의 일부로 Meghan Faux 수석 검찰총장보가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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