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ARNEY 주지사, WOLF 주지사,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 수압 파쇄법 영구 금지 결의안 승인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일부에서 흘러나오며 1,500만 이상 인구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의 다수를 구성하는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들과 함께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 석유 및 가스 수압 파쇄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초안 발표에 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 투표는 기권 한 표인 3대 1로 규제가 

통과되었으므로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에서는 다량의 수압 파쇄법을 

사용하여 석유 및 가스원을 개발하는 모든 수자원 프로젝트가 금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자원 보호 및 보존은 뉴욕 주민과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결의안으로,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는 뉴욕 리더십을 기반으로 수백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수원을 지키는 동시에 수압 파쇄법이 해칠 수 있는 환경과 공공 

보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들과 함께 필수 결의안 

승인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러한 상식적 결의안을 

법률화하는 필수 규제를 만들도록 힘쓸 것입니다.”  

  

John Carney 델라웨어 주지사는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 결의안은 Carney 

주지사가 도입하고 2016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인 델라웨어 리버 유역 

보존법(Delaware River Basin Conservation Act)을 따르며, 해당법은 현세대와 후손들을 

위하여 강 유역 수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rne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압 파쇄법으로 수자원 소모와 수질 악화가 나타나고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 수자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 펜실베이니아와 



 

 

더불어 공공 건강과 소중한 수자원 공급을 지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기쁩니다. 

이로써 석유 및 가스 수압 파쇄법으로 강 유역 수자원이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Tom Wolf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가 장기간 연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Wolf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크게 밀집된 지역에서 1,5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 유역을 

지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본 결의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수질과 수자원 공급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본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에서 10년 가까이 노력하여 본 결의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에서는 1,500만 이상 인구에게 식수를 공급합니다. 강 유역 

네 주의 주지사들 및 연방 하원 위원 한 명이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 

커미셔너(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ers)로 기여하며 강 체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계 없이 통일된 접근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강 유역의 수질 

보호, 수자원 공급 할당, 규제 검토(허가), 수자원 보호 계획, 강 유역 계획, 가뭄 관리, 

홍수 피해 축소 및 개조 등을 감독합니다.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 결의안은 지난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델라웨어 리버 

유역 보존법(Delaware River Basin Conservation Act)에 따릅니다. Carney 연방 하원 

의원, Tom Carper, Chris Coons 델라웨어주 출신의 연방 상원 위원의 공동 허가에 따라 

연방, 주, 지역 업체들은 델라웨어 리버 유역 보존법(Delaware River Basin Conservation 

Act)을 함께 지키며 강 유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연방 하원은 국가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for the Nation Act)으로 알려진 폭넓은 국가 

일괄 입법권의 일부로 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델라웨어 리버 유역(Delaware River Basin)에서 수압 파쇄법을 이용한 석유 및 가스 

개발은 2010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010년에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의 커미셔너 다섯 명은 “규제가 채택될 때까지 수평정 안건을 연기하는” 

익명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효과적으로 조치가 취해졌고 몇몇 펜실베이니아 

지역과 뉴욕 남부에서 천연 가스 시추가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2011년 이래로 델라웨어 

리버 유역 위원회(DRBC)와 조인 단체들이 비전통적 셰일 가스 시추와 관련해 폭넓게 

의논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결의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강 유역과 강 너머 수자원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펜실베이니아와 

뉴욕에서는 수압 파쇄법을 많이 사용하여 생성되는 폐수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포괄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보호책에는 위험성 고체 폐기물 관리를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연방 정부의 깨끗한 수자원법(Clean Water Act)에 따른 

폐기물 관리 및 유사한 주정부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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