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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및 아홉 명의 주지사, 연방 정부에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추용 지진 탐사 

에어건에 반대하는 서신 발행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 주들의 

주지사 아홉 명은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이 몇 회사에 허가를 내어준 후 

어젯밤 Wilbur Ross 상무장관과 Ryan Zinke 내무장관에게 석유 및 가스용 지진 탐사 

에어건에 반대하는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연안 시추를 크게 확장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시추 프로그램에서 뉴욕 수자원을 제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청원을 개시하여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해역에서 수중 부지를 포함하여 해양 시추 및 탐사, 시추 인프라용으로 부지 리스를 

반대하는 “우리 수자원 보호(Save Our Waters)” 법안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lbur L. Ross, Jr. 장관 귀하  

장관  

미국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1401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30  

  

Ryan Zinke 장관 귀하  

장관  

미국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849 C Street NW  

Washington, D.C. 20240  

  

Ross 장관님, Zinke 장관님께:  

  

대서양 연안의 10개 주 주지사로서 우리는 우리 해안에서 지진 탐사 에어건과 사용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강력하게 반대함을 반복해서 말하기 위해 서신을 씁니다. 이러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81220_multistate%20seismic%20testing.pdf
https://www.governor.ny.gov/content/sign-petition-say-no-offshore-drilling-new-yorks-coast


행위는 우리 해안 생태계와 해안 경제에 용납할 수 없고 불필요한 위협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이 대서양 지진 탐사 에어건용으로 

부수적 교란 허가(incidental harassment authorizations, IHAs)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에서 대서양 지진 

탐사 에어건 허가를 인정하지 마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2019-2024 미 

외변대륙붕 석유 및 가스 광구 분양 프로그램(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에 최종적으로 대서양 지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각 주의 연안 경제는 활기찬 관광업과 낚시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수적 교란 

허가(IHAs)는 위험에 처한 종을 비롯하여 해양 포유류와 어류에 상당히 위험한 영향을 

준다는 징후가 나타난 상호 심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회사에 대서양에서 

지진 탐사 에어건을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지진 탐사 에어건은 해양 포유류가 신호를 

보내고 받는 능력에 극심한, 누적된, 만성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먹기, 번식, 새끼 기르기, 탐색에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건 발사에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시끄러운 소리 또한 우리 주의 상업적, 오락적 낚시 커뮤니티에 중요한 수자원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수적 교란 허가(IHAs)에서 지진 탐사 제한은 그러한 행위가 해당 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한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지진 에어건 진동 기능, 종 행동 변화에 맞는 노출 기준치, 한 번에 다수의 지진 탐사 

에어건을 작동할 때의 누적된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허가 하에 

지진 탐사를 시행하면 북방 긴수염 고래 같이 위험에 처한 종을 비롯하여 어류와 해양 

포유류에게 영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 경제는 980억 달러 이상의 국내 총생산을 산출합니다. 지진 탐사 에어건과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추로 인해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00개 이상 지방 정부는 

대서양 지진 탐사 에어건 및/또는 연안 시추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광 협회, 

컨벤션 및 방문자국, 사업체, 거래 집단, 양당의 선출 공무원들도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주 및 지방의 양당 리더들은 지진 탐사 에어건 및 연안 시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관님들께서 우리의 요청을 존중하여 모든 허가 

신청서를 거부하고 대서양 지진 탐사 에어건을 위한 부수적 교란 허가(IHAs)를 추가로 

발행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안 시추를 위한 2019-2024 미 

외변대륙붕 석유 및 가스 광구 분양 프로그램(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에서 대서양을 제외하고, 대서양 연안 시추를 지지하는 목적을 

가진 차후 행위를 모두 거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Cuomo  

뉴욕주의 주지사  

  

Roy Cooper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Henry McMaster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Dannel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  

  

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Charlie Baker  

메사추세츠 주지사  

  

John Carney  

델라웨어 주지사  

  

Ralph Northam  

버지니아 주지사  

  

Gina Raimondo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Phillip D. Murphy  

뉴저지 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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