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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해 성분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TCE를 증기 탈지제, 냉매, 세정 제품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6829/A.8829-A)  

  

Andrew M. Cuomo 주지는 오늘 산업 및 상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S.6829/A.8829-A)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TCE를 증기 탈지제, 기타 화학 물질 생성을 위한 매개체, 

냉매, 추출용제 또는 기타 제조 또는 산업용도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CE는 매우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체와 

환경 모두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의 사용 규제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물과 공기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암, 발달 장애 및 기타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 물질로부터 뉴욕을 보호합니다."  

  

상원 환경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TCE는 위험하여 

암과 태아의 심장 결함을 유발하는 등 인체 및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물은 너무 중요하며 절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버펄로부터 베스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사회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원 환경보전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인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식수, 알터 및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식수를 오염시킨 대규모 유독성 그루먼(Grumman) 수도관 

사건으로부터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식수를 

이토록 위험한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Kaminsky 상원의원께 

감사드리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TCE는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산업용 세정 및 탈지제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물, 공기, 

음식 및 토양을 통해 신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로 쉽게 증발하고 지하수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12월 21 나소 카운티 베스페이지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 내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베스페이지 시설(Bethpage Facility) 및 해군 무기 산업 비축 

공장(Naval Weapons Industrial Reserve Plant)과 관련된 지하수관을 격리하고 청소하기 

위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미 해군(U.S. Navy) 및 노스롭 그루먼과의 원칙적인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관에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주요 오염 물질인 TCE 등 다양한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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