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 방출 건에 대한 조사를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지시  

 

환경보존부(DEC)에 방출 통보를 하지 않고 수질 기준(Water Quality Standards)을 

위반했을지 모르는 폐수 처리 시설(Water Treatment Facility)  

 

폐수 처리 시설(Water Treatment Facility)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및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파견된 환경보존부(DEC) 수질 엔지니어들과 법 집행 전문가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월 29일 토요일에 나이아가라 폴스시 폐수 

처리장(City of 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plant)에서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로 방출된 폐수에 대해 조사하라고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 DEC)에 지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환경보존 담당 공무원들은 토요일에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에서 발생한 악취가 심한 검은 액체 방출 보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환경보존부(DEC) 수질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수질 기준(water quality standards)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보존부(DEC)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을 즉시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와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는 관광객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연자원을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수자원 위원회(Niagara Falls Water Board)의 폐수 처리장(Wastewater 

Treatment Plant) 운영자에 따르면, 이번 방출은 폐수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폐수장의 

폐수지에 퇴적된 침전물을 비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의 침전 폐수지는 

카본 필터를 청소하는 “역세척수(backwash water)” 카본 필터에만 사용되는 곳으로 폐수 

처리를 하지 않은 하수는 받지 않는 곳입니다. 이 침전 폐수지에서 폐수가 방출될 경우, 



그 폐수에는 폐수장 방출구 근처의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에서 흔히 발견되는 

검은 색 수증기 기둥 및 악취와 일치하는 역세척수 오염 물질, 고형물, 탄소 미립자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나이아가라 폴스시 폐수 처리장(City of 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plant)으로부터 토요일의 방출에 대해 미리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주정부 수질 

기준(state Water Quality Standards)에 따르면, 이러한 방출이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의 색과 냄새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존부(DEC)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행 조치 또는 벌금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정부 수질 기준(state Water 

Quality Standards) 위반의 원인이 되거나 공조하는 행위는 위반 건수 당 최대 37,500 

달러의 잠재적인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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