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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질소산화물과 미세 물질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번 규정은 연방 기준보다 강화된 것임 

 

규정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기존의 디젤 발전기 및 천연가스 연소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제한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게 될 규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본래 2015년 12월에 

제안되었으며, 기존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오로지 신규 장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연방 정부의 최근 공표된 새로운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젤 발전기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오염물질은 

뉴욕 주민들의 건강에 위험하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며, 우리가 이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뉴욕을 대기 오염 감축의 최전선에 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싸우고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촉진합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은 스모그의 주요 성분인 지표면의 오존 생성에 기여합니다. 오존과 

미세 물질은 천식, 가뿐 호흡, 기침 및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특히 많은 디젤 발전기들과 

천연가스 연소 엔진이 소재하는 번잡한 도심 지역에서 오존과 미세 물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디젤 연료 연소에 의해 야기되는 그 밖의 

독성 오염물도 감소시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비에는 오존 수준이 종종 상승하는 전기 수요 피크타임 

동안 시설들에 단기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장치가 포함됩니다. 뉴욕시 지역에서 150kW 

이상, 그리고 그 밖의 뉴욕주에서 300kW 넘게 생산하는 이러한 전력원은 정전과 같은 

비상 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새로운 배출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개정된 

표준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전력 배급원은 새로운 배출 제한에 맞춰 관리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c.ny.gov/regulations/104487.html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ed-emissions-limits-protect-public-health-and-air-quality


이 규정에는 우리 주에 있는 수로에 직접적인 하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행정기관이 소유하는 소정의 발전기에 대한 규정 준수 시행일 

연장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연장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그들의 발전기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들은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주의 종합적 노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뉴욕의 에너지 중 50%를 사용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기로 하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뉴욕의 에너지 개혁 비전 프로그램을 보완해줄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청정하게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 오염물질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 대기관리법(Clean Air Act)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2018년 

7월까지 새로이 더 엄격한 오존에 관한 국립 인접지역 대기질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 주의 노력 중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규정들은 국무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경과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DEC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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