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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EPA에 1,4 디옥산 수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촉구 

  

커미셔너 Zucker, 커미셔너 Seggos, 하원의원 Englebright, 서퍽 카운티 행정관 Steve 

Bellone 및 카운티 관리자들이 SUNY Stony Brook 대학에 모여 EPA에 보내는 

주지사의 서신에 서명  

 

공동서신은 EPA가 1,4 디옥산 오염에 대한 최대치 기준을 정할 것을 촉구 

 

뉴욕은 EPA에서 제때에 실행하지 않을 시 주 수질 기준 설정 자문단을 준비 

 

“깨끗한 식수 확보는 전국의 모든 커뮤니티에 영향주는 문제이며 연방 지도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신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롱아일랜드 수질에 대한 원탁회의에 관한 사진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연방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연방 규제가 없는 1,4 디옥산 오염에 대한 공식 수질 기준을 확립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 안전식수법에 의하면 EPA에 식수 수질 

규제에 대한 기본 권한이 있습니다. 오염도 수준 최대치(Maximum Contaminant Level, 

MCL)는 EPA가 공공 용수 시스템에 정한 법적 임계값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SBU)에서 주최한 

롱아일랜드 수질 원탁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참가자들이 Cuomo 주지사가 EPA에 의무 

수행과 1.4 디옥산에 대한 MCL 설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신에 서명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  

 

 뉴욕주 환경보전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 

 

 서퍽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aterQualityProtectionLetterMcCabe.pdf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80121524606


 

 뉴욕주 하원 환경보전위원회 의장 Steve Englebright 

 

 서퍽 카운티 보건부 커미셔너 James Tomarken 박사  

 

 서퍽 카운티 입법부 의원 Kara Hahn 

 

 서퍽 카운티 수도청 CEO Jeff Szabo 

 

 스토니브룩 청정수 기술센터(Center for Clean Water Technology) 공동 책임자 

Harold Walker 박사  

 

서신은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며 만약 연방 정부가 1,4 디옥산 규제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뉴욕주가 자체 MCL을 정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오염물질들에 대하여 더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막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식수의 1,4 디옥산 제거 조치에 관한 실행 가능한 지침서를 제공하며 최신 

처리기술에 투자하고 MCL 수치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EPA에서 제때에 조처하지 않으면 뉴욕주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 수준의 

MCL을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괄적인 국가 기준이 필요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방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뉴욕주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EPA가 뉴욕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공정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1,4 디옥산에 대한 명확하고 집행력을 가진 MCL을 정하는 규제 

조항을 공포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EPA에서는 이 오염물질에 대한 MCL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방 규제에는 만 명 이하에게 공급하는 공공 식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1,4 디옥산과 같은 

연방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무대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지휘하에 주 전역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허점들을 채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Cuomo 주지사가 주내 주요 식수 시설에 대한 재건과 수리에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의 행정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주지사는 주 전역의 주요 식수 오염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수질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신속대응팀은 주 전역의 식수 수질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해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식수 시스템 규모와 관계없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aterQualityProtectionLetterMcCabe.pdf


롱아일랜드의 모든 공공 식수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검측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뉴욕주 보건부에서는 고급 산화 처리를 이용하여 식수 중의 1,4 

디옥산을 제거하는 새 기술의 본격적인 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뉴욕주가 주 전역의 수질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최근에 SUNY 스토니브룩 대학의 뉴욕주 청정수 

기술센터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청정수 기술에 대한 혁신과 발전에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1,4 디옥산에 대한 처리 기술 개발과 발전을 

포함합니다. 

 

 환경보존부는 또한 서퍽 카운티에 있는 특정 세탁방에 새로운 주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State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SPDES)을 설치하는 

조건을 통하여 1,4 디옥산 검사를 요구함으로써 세탁방에서 나오는 1,4 디옥산 

배출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DEC는 또한 주의 모든 슈퍼펀드(State Superfund) 지역에서 1,4 디옥산을 

검측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검측 결과를 근거로 DEC에서는 주 

슈퍼펀드 권한에 따라 적절한 집행 조처를 하여 수자원의 1,4 디옥산 수준을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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