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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뉴욕 주지사,
주지사 SHUMLIN VT 주지사 및 HASSAN NH 주지사,
주지사 미국 환경 보호
기관에 안전한 식수에 대한 새로운 PFOA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발행하도록 촉구

이들 주지사는 또한 안전한 현대식 식수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주지역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식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
EPA 행정관 McCarthy에 대한 주지사의 전달 사항: "PFOA 오염은 주정부적 문제나

지역적 문제일 뿐 아니라 연방 정부 지침과 일관된 과학적 기반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Peter Shumlin 버몬트 주지사, Maggie Hassan 뉴
햄프셔 주지사는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 오염물에 노출된 음용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장하도록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에 대한 최고의 과학적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음용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주정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및 Clean Water
Revolving Fund에 대한 정식 연방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EPA 행정관 Gina McCarthy에게 보낸 서한에 적힌 이 요청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서한의 전문은 아래에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Carthy 행정관 님,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화학물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관련 지역 식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서안을 보냅니다. 주정부는 이 오염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New Hampshire에서
수행한 검사에 따르면 공공 식수 시스템에 이 화학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뉴욕과 Vermont에서는 여러 전용 우물에서 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PFOA
오염은 주정부 문제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지침과 일관된 과학적 기반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EPA의 지역 당국은 해당 카운티의 나머지 지역에 강력한 권고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뉴욕의 한 마을에서는 EPA의 PFOA 건강 권고 수준을 줄였습니다. 주정부는
EPA가 귀하의 지도력에 따라 신속히 이 오염 물질에 가장 적합한 과학을 검토하고, 건강
환경 관리국이 식수의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지역에 균등한 지침을
Korean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PFOA에 노출된 지역사회에는 추가 식수 검사 및 분석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주정부는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정식 연방 기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강력한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는 주지역에 있어서 안전한
현대식 식수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과 Clean Water Revolving Fund 자금은 매년 그대로였거나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는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수자원 인프라
요구와 당국의 투자 간 거대한 격차를 지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및 Clean Water Revolving Fund 양쪽 모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에 이를 현실화하도록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정부는 정중하게 우리 주지역에서 PFOA 오염이 낳은 과제에 대하여 당국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관성, 정밀성 및 균등성이 중요합니다.
주정부는 이 오염을 일으킨 오염자들을 규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귀 당국의 응대와 지원을 원합니다. 모든 지역사회가 식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가정은 영향을
받는 지역의 가정에 대한 부동산 가치의 잠재적 손실은 물론, 잠재적으로 비극적인 단기
및 장기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즉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 받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은 당국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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