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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사용을 금지하도록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지시  

  

환경보존부(DEC)는 클로르피리포스의 공중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2021년 7월에 금지되는 사과나무 줄기 분사를 제외한 모든 용도에 대한 클로르피리포스 

금지 규정이 2020년 12월에 시행될 예정  

  

살충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은 특히 어린이들을 포함한 뉴욕 주민을 심각한 공중 

보건 영향으로부터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보존부(DEC)에 즉시 클로르피리포스의 공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2020년 12월까지 사과나무 

줄기에 분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용도에 대해 클로르피리포스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2021년 7월에 모든 용도에 대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공중 보건 영향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살충제입니다. 저는 뉴욕의 가정이 

위험한 화학 물질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이 독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유기인산염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는 2001년부터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50개의 다른 제품에서 사용이 승인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농업 생산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활성 성분의 총 용량 측면에서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가장 큰 농업 

시장은 옥수수입니다. 또한, 콩, 과일 및 견과류 나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브로콜리 및 

콜리플라워, 종자 처리뿐만 아니라 다른 줄뿌림 작물에 사용됩니다. 비농업용으로는 

골프 코스, 잔디, 온실 및 전신주와 울타리 기둥과 같은 비구조적 목재 처리 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유아와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기인산염에 대한 산전 노출은 인지 능력 저하, 운동 발달 지연 및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 해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특히 아메리칸 플럼 보러(American plum borer)와 질경이둥글밑진딧물(rosy apple 

aphid)에 효과적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또한 살충제 저항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처리된 종자와 같은 다른 해충 관리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인근 주들에 

블랙 스템 보러(black stem borer)와 같은 침입종이 침투하기 때문에 해충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살충제의 응용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뉴욕주는 

살충제를 검토 및 등록하고, 제어를 시행하고, 근로자 보호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규제 프로그램이 있는 소수의 주 중 하나입니다. 주법은 환경보존부(DEC)에 

살충제의 사용을 특정 작물에 제한하고 특정 조건에 응용을 제한하며, 제품의 등록을 

취소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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