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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환경 보호부와 환경 시설물 기업에게 하수 누수 수리 문제로 

암스테르담을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뉴욕 주 당국은 고장난 사회간접시설을 고치기 위한 암스테르담 시의 반응과 노력에 

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확인하는 뉴욕 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orth Chuctanunda Creek의 최근에 고장난 하수처리 

시설을 고치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즉시 암스테르담 시의 공무원들을 만나라고 

뉴욕 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Basil Seggos 뉴욕 주 환경 보호부 커미셔너는 이미 

누수를 막기위한 도시의 임시 수리 상태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제 환경 보호부와 

환경 시설물 기업은 영구적인 수리가 완료되는 동안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뉴욕 주는 2015 년 수자원 처리 시설 개선법, 환경 시설물 기업 보조금 대출,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 수질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과 같은 잠재적인 자금 조달 옵션을 

확인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의 누수는 어떻게 노화된 사회간접시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뉴욕 

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 주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중요한 수자원 처리시설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암스테르담을 돕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는 손상된 배관을 우회하고 누수를 막는 펌핑 시스템을 설치해서, 7월 

25일 아침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매분 개울로 유입되는 추정량 50 갤런의 처리되지 

않은 하숫물의 원인이 되는 고장난 하수도를 찾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시는 또한 

고장난 하수도를 수리하고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주는 지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작업은 지난 목요일 시작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몇차레 범람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수오염 알 권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범람 사건들에 대해 적절히 보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뉴욕 주 환경 보호부는 암스테르담 시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환경 보호부는 또한 현재 암스테르담 시와 

기존의 포괄적인 준수 명령의 갱신을 포함하여, 시의 노후 폐수 처리장치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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