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2월 12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시장의시장의시장의시장의 HOOSICK FALLS 마을의마을의마을의마을의 대체대체대체대체 상수도상수도상수도상수도 계획에계획에계획에계획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발표발표발표발표 

 

추가적으로추가적으로추가적으로추가적으로, 주주주주 정부는정부는정부는정부는 Hoosick 마을에마을에마을에마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약약약약 1,500개의개의개의개의 가정을가정을가정을가정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정수기정수기정수기정수기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구매구매구매구매 및및및및 설치를설치를설치를설치를 제공하기로제공하기로제공하기로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주주주주 정부는정부는정부는정부는 슈퍼슈퍼슈퍼슈퍼 펀드로펀드로펀드로펀드로 부터부터부터부터 $1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비상조치를비상조치를비상조치를비상조치를 위해위해위해위해 할당하기로할당하기로할당하기로할당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승인하였습니다승인하였습니다승인하였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금일 주 정부가 Hoosick Falls의 대체 상수도 설비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커뮤니티에 새롭고 깨끗한 물을 영구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생고방이 설치하기로 동의한 장기 탄소 여과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설치됩니다. 주 정부는 이러한 슈퍼 펀드 집행 과정의 계획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오염이 어떻게 해결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Hoosick Falls의 대체 상수도 개선 방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소도시 및 마을에 PFOA 

오염이 없는 새 우물 또는 더 깊은 우물 설치; 소도시 또는 마을 외곽에 Hoosick 강 또는 

기타 정수 자원 확보 및 처리. 주 정부는 정수 자원이 PFOA 오염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질 샘플 테스트 및 혈액 검사와는 별개로, 주지사는 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가 원할 경우 Hoosick 마을에 있는 약 1,500개의 가정을 위해 정수기 시스템 

구매 및 설치를 제공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정 탄소 기반 여과 시스템은 1조당 

2 미만으로 PFOA 등급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조치는 주 슈퍼 펀드의 #1000만 

달러 긴급 할당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PFOA 오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생고방 및 하니웰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총 비용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이는 Hoosick Falls의 현재 정수 자원을 위해 생고방이 설치하기로 동의한 

장기 정수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 거주하는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 행정부는 누구도 물의 안전도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Hoosick Falls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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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sick Falls의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 당국은 검사 받기 

원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무료 혈액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내일 2월 

12일 토요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의 따라서 보건당국 국장인 Dr. Howard 

Zucker와 DEC 국장 대행 Basil Seggos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거나 혈액 검사를 위해 약속을 

잡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들은 (800) 801-8092번으로 전화하거나, 

BEOE@health.ny.gov에 이메일 또는 보건당국 웹사이트 이곳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임시 처리 시스템은 현재 설치되었으며 현재 소독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몇 주간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본 시스템은 계획이 완료되고 영구 수도 

시스템이 진행될 때까지 마을에 식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Hoosick Valley 중앙 지역 학교의 수도에서 PFOA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관리가 

요청한바를 준수하여 주 정부는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 2주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들은 지난 달 주 정부가 Hoosick Fall의 상수도 오염에 대해 시행한 추가 조치 

사항의 일환입니다. 이 조치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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