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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소 카운티에서 해군(NAVY)과 그루먼(GRUMMAN) 오염운을 
해결하기 위해 5억 8,500만 달러의 봉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 발표  

  
올해 초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조사에 

따라 롱아일랜드의 식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은 나소 카운티의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미 
해군(U.S. Navy) 및 노스롭 그루먼 베스페이지 제조 시설(Northrop Grumman 
manufacturing facilities)의 산업 폐기물이 초래한 오염운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고 
처리할 최종 해결안 공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약 4마일 깊이, 2마일 너비 지하 
오염운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조사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5억 8,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완전 방지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 장기 
운영 및 유지는 실행 가능하며 추가 오염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오염 유발자들이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오염 물질을 청소하길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스페이지의 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이 오염운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을 해결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정화 기준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분석 및 제안된 개정 
결정기록(Amended Record of Decision)이 2019년 5월에 여론 청취를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여론 청취 기간에 계획에 대하여 2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와 협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여론을 엄격히 검토한 최종 해결책은 오염운을 봉쇄하고 제거하며 

책임자들인 깃털을 담고 정리하고 책임이 있는 미 해군(U.S. Navy)과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에 그 실행을 책임지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환경보존부(DEC)가 선택한 대책은 지하수 추출 우물 24개, 처리장 5개, 재충전 유역 4곳, 
수송 파이프 약 24마일의 건설을 포함합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억 8천 5백만 달러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미 해군(Navy)과 그루먼(Grumman)이 선택된 계획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및 규제 당국을 활용하여 행동을 강제할 
것입니다. 책임자들이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보존부(DEC)는 뉴욕주 자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건설을 시작합니다.  



  
슈퍼펀드(Superfund) 절차의 일환으로, 주 정부의 확장된 엔지니어링 조사 및 제안된 
개정 결정기록(Amended Record of Decision)이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에 
검토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5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안 
계획에 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개회의는 6월 10일 뉴욕 
베스페이지의 베스페이지 고등학교(Bethpage High School)에서 열렸습니다.  
  
새 해결책에 대한 설명과 접수된 모든 공개 의견에 대한 요약과 응답을 포함한 최종 
해결책 문서는 환경보존부(DEC)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군 그루먼(Navy Grumman) 오염운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해결하는 이 최종 계획은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루먼 오염운(Grumman 
Plume)의 효과적인 제거 계획에 대한 환경보존부(DEC)의 광범위한 조사는 온전한 
과학과 완전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사회가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대중은 우리의 계획을 확인하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7년에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존부(DEC)는 오염 물질로 인해 더 많은 우물의 
식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정화 조건 및 오염운을 평가하는 600만 
달러 규모의 엔지니어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기에는 주요 오염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과 최근에 부상하는 오염 물질인 디옥산(1,4-
dioxane)을 포함하여 24개의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에는 탐사를 위해 
깊이 1,000피트를 시추하여 설치한 모니터링용 우물과 수십 년에 걸쳐 생성된 20만 개가 
넘는 지하수 분석 기록을 종합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과 함께한 분석으로 지하수 흐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셀을 포함하는 최첨단 3D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환경보존부(DEC)가 
사상 처음으로 해군 그루먼(Navy Grumman) 지하수 오염운을 다룰 다양한 지하수의 
펌핑 및 배수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8년 주 시정 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출 우물 네 개의 굴착에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개의 우물이 설치되었으며 추가 시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해당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오염 유발자들에게 지우기 위해 모든 법률적인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환경보존부(DEC)에 지시했습니다. 시스템은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처리하여 롱아일랜드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Chuck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오염 유발자인 
해군-그루먼(Navy-Grumman)에 이미 오염된 후 식수원을 처리하여 현지 물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운을 해결할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C)의 계획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단계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접근법입니다. 해군-
그루먼(Navy-Grumman)은 즉시 뉴욕과 협력하여 최고의 기술과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제거 및 해결 계획을 시행하고, 그들이 만든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https://www.dec.ny.gov/chemical/35727.html


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롱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한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 
그루먼(Navy Grumman) 지하수 오염운을 완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오늘 뉴욕주의 
발표는 그 긴급한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개정 결정기록(amended 
record of decision)이 발표되었으므로 해군(Navy)과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지체없이 실행 계획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Tom Suozzi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C)는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군(Navy)과 
그루먼(Grumman) 모두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정리를 환경보존부(DEC)와 수역에 넘겨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변호사, 엔지니어, 끝없는 지연은 없어야 하며, 
베스페이지 주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루먼/해군 
오염운(Grumman/Navy Plume)의 지하수 오염을 봉쇄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 거주민의 
안전과 삶의 방식에 매우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최우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어 기쁩니다. 공공 음용수의 장기적인 
건강과 우리 나소 카운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지사 
집무실(Governor's Office)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DEC)와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NYS 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위원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군/그루먼(Navy/Grumman) 오염운의 부상하는 오염 물질을 지하수에서 제거하고 
그루먼(Grumman) 현장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입법부는 필터링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Chairman of the 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위원장인 Steve Engleb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학 기반 계획은 뉴욕 해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산업 시대의 모욕 중 
하나에 대한 대담하고 필수적인 대응입니다. 이 거대한 오염운을 봉쇄하고 해결하는 
것은 롱아일랜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용감한 노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는 약속을 지키는 Cuomo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C)에 박수를 보냅니다."  
  
Michael Mont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부담하게 된 압력으로 인해 

이 지역사회는 해군-그루먼(Navy-Grumman) 오염운이 마침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해군(U.S. Navy)과 노스럽 
그루먼(Northrup Grumman)은 오염운을 막는 데 필요한 공격적인 행동을 신속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뉴욕주의 최종 계획과 최신 과학을 통해 오염운은 중단되고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John K. Mik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베스페이지에 거주한 
저는 해군/그루먼(Navy/Grumman) 오염운을 봉쇄하는 행동이 시행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뉴욕주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해군(Navy)과 그루먼(Grumman)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 번에 마무리하기 위해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페이지 
지하수 오염운을 해결하기 방법을 개발하려 노력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현재의 지하수 공급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행동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소중한 물 공급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Joseph Saladin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오염 유발자들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를 칭찬합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이 정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중요한 법안을 입안했으며, 지금은 타운 슈퍼바이저로서 주 및 지역 
수역과 협력하여 식수를 보호하고 환경을 정화하며 지역사회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식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깨끗한 물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유일한 원천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는 같은 
지역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웨스턴 베이스에서 시더 크릭 
아웃폴(Cedar Creek) 배출구로 배출되는 베이 파크 하수를 전환하는 것과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을 수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 및 연방 기금 8억 달러 이상 지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수역에서 한때 흔했던 조개를 복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 
롱아일랜드 지하수 연구(Long Island Groundwater Study)를 위한 600만 달러, 
롱아일랜드의 모든 폐쇄된 매립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하수 영향 조사 지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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