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두 번째 제안 발표: 

환경을 보호하고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폴리염화비페닐의 준설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인 주지사와 Schneiderman 검찰총장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완료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할 경우, 2002 년 결정 기록(2002 Record of Decision, ROD)을 

철회하게 될 뉴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두 번째 

제안과 종합적인 환경 프로그램의 첫 번째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에서 폴리염화비페닐의 준설 작업이 완료되도록 수락할 경우,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Cuomo 주지사와 Eric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준설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뉴욕은 또한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에서 수백만 톤의 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고 제거하도록 이끄는 2002 년 결정 기록(2002 Record of Decision, ROD)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은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화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징후가 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는 중요한 경제적 

엔진이자 환경적 보물입니다. 따라서 뉴욕은 폴리염화비페닐 오염으로 이 중요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이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환경보호청(EPA)은 이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뉴욕은 우리의 수로가 보호되고 적절하게 복원되도록 

환경보호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반대의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청(EPA)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폴리염화비페닐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힌다면, 뉴욕은 이 제안과 함께 뉴욕주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은 

2016 년 12 월 23 일에 완료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환경보호청(EPA) 간의 화해 

조정서(Consent decree)에 의하여 365 일 안에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뉴욕의 왕관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법은 명백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조치가 뉴욕 주민들의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이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선언할 경우, 우리는 뉴욕이 약속이 된 대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가 

완전히 제시간 내에 적절하게 정화하고 복원되는 것을 보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보호청(EPA)이 완료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할 경우, Cuomo 

주지사는 이전 행정부에서 서명한 환경보호청(EPA)의 2002 년 결정 기록(2002 

ROD)과의 동의를 철회하도록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 DEC)에게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결정 기록(ROD)은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의 일부에서 수백만 톤의 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된 침전물을 정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류의 

폴리염화비페닐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환경보호청(EPA)의 2002 년 결정은 실제 샘플링 데이터보다는 결함이 있는 모델링에 

의존했었습니다. 최근 5 년간의 준설 효과에 대한 검토와 어류 오염 데이터 및 최근의 

환경보존부(DEC) 퇴적물 샘플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최근 환경보호청(EPA)의 Scott Pruitt 행정관에게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완료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194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허드슨 폴스와 포트 에드워드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제조업 시설은 100만 파운드가 넘는 유해한 폴리염화비페닐을 강에 직접 

버렸습니다. 이 오염은 한때 번창했던 4,000만 달러 규모의 상업 어업을 멸종시킨 것을 

포함하여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따라 위치한 지역사회들의 건강과 생계 수단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시행하도록 

환경보호청(EPA)에 촉구했습니다. 2016 년에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환경보호청(EPA)이 준설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하천 퇴적물의 추가 

샘플을 수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이 그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경보존부(DEC)는 2017 년 여름에 1,200 개의 샘플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dec.ny.gov/docs/remediation_hudson_pdf/hudsonpcbepaltr112217.pdf#_blank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청(EPA)의 정화 작업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 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오늘의 조치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청(EPA)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어류 종은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50 년 이상의 

정화 계획을 통해 계획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결정 기록(ROD)의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추가 오염 물질 

제거에 대해 반드시 평가해야 하며 이번에 완료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절대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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