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공 물 공급업체가 오염 유발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소 

시효를 오염물질 검출로부터 3년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새로운 법안은 공급업체가 공공 물 공급원의 오염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오염물질 검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Cuomo: "오염 유발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조치로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용납할 수 없는 허점을 제거합니다. 이 법을 통해 공공 물 

공급을 보호하고, 수도청들이 비용을 회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악행으로 인한 처리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공 물 공급에서 오염이 감지되었을 시 공공 물 

공급업체의 조치 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안(S.3337C/A.5477C)에 

서명했습니다. 공공 물 및 도매 물 공급업체가 물 공급원의 오염으로 인해 오염 유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3년간의 공소 시효는 이제 다음 일자부터 

시작됩니다.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또는 환경보존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설정한 최대 수준을 초과하는 우물 원수 또는 공장 취수 샘플 

시점에서 오염 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수 또는 공장 취수 샘플 지점에서 해당 최대 

수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이 마지막으로 검출된 날짜.  

• 또는, 오염 물질의 존재에 기여하는 오염 유발자에 의한 마지막 불법 행위 시점.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 유발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조치로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용납할 수 없는 허점을 

제거합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는 공공 물 공급을 보호하고, 수도청들이 비용을 회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악행으로 인한 처리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1986년부터, 뉴욕주 법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을 손상을 

발견한 지 3년 이내에 개시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오염 유발자의 행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관한 뉴욕주 법이 불투명하여 오염 유발자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실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둘러싼 명확성의 부족은 회복을 방해했으며 

납세자들이 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James Gaughr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훌륭한 자원은 

우리의 유일한 대수층이며 장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으로 공공 물 기관이 공동의 오염 유발자들에게 식수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며, 납세자가 아닌 재력이 있는 오염 유발자들이 식수에서 

디옥산(1,4-dioxane)과 같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수도청(Suffolk County Water Authority)의 전 청장으로서, 

저는 오염 유발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 공공 물 기관이 오염이 없는 식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는 인간의 

권리이며 우리는 이와 같이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Fred Thiel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하며, 뉴욕 주민은 물을 사용하며 건강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는 뉴욕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자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새로운 오염 물질로 공공 식수 공급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오염 

유발자들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염 유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이 허점을 제거하는 것은 2019년 입법 세션(2019 Legislative 

Session)의 제 최고 입법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중요하고 성공적인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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