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0년 2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 팔츠 오염의 잠재적 근원 식별 발표

주지사는 음수 금지 권고에 따라 40,000갤런 이상의 신선한 물을 뉴 팔츠에 공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 팔츠 오염의 잠재적 근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얼스터 카운티
보건부의 음수 금지 권고를 따라, 뉴 팔츠의 주민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한 물
40,000갤런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 이러한 오염 물질의 잠재적인 근원이 확인됨에 따라 뉴 팔츠의
급수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빌리지 관계자들은
4번 저수지에서 관찰된 광택의 추측 원인을 빌리지의 수처리 플랜트 난방 시스템에 대한
손상된 지하 연료관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부 유출 대응(Spill Response)
전문가는 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 계획의 개발 및 구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공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샘플 추출 결과가 분석되는 동안 빌리지는 이
저수지를 우회했습니다.
보고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주 및 지방 공무원은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병에 든 생수와 식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부, 환경보존부,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직원이 현장의 지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빌리지에서 실시하는 샘플 추출 외에도 악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지역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빌리지의
배포 시스템에서 물을 포괄적으로 씻어내어 음수 금지 권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제할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빌리지의 수처리 공장 운영자는 마을의 저수지 중 하나에서 광택을 발견하여
즉시 이를 환경보존부에 보고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즉시 현장의 보고에 응답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예방 조치로서 기름 흡수재와 패드가 저수지에 배치되었으며
환경보존부 유출 대응자들은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제공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 뉴 팔츠(SUNY New Paltz)
• 뉴욕 주립 대학교 뉴 팔츠는 예방 차원에서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 모든
수업을 취소하고 내일 정오까지 기숙생들이 캠퍼스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유학생은 캠퍼스에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 현장에 6700갤런 청수 공급함 두 개
• 현장에 500갤런 워터 버펄로 한 대
• 현장에 생수 팔레트 24개
• 내일 배달되는 물 팔레트 12개
뉴 팔츠 센트럴 교육구(K-12)
• 학교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 학교는 휴일 주말을 위해 금요일과 월요일에 휴무할 예정입니다.
• 이틀분의 물이 뉴 팔츠 학교에 제공되었습니다.
• 뉴 팔츠 고등학교(New Paltz High School)에 팔레트 5개
• 뉴 팔츠 중학교(New Paltz Middle School)에 팔레트 3개
• 두진 초등학교(Duzine Elementary School)에 팔레트 3개
• 두 번째 초등학교는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 팔츠 빌리지
• 현장에 6700갤런 청수 공급함 1개
• 현장에 500갤런 워터 버펄로 3개
• 생수 팔레트 25개 배분
• 물탱크에 사용하기 위한 두 개의 등대
• 일반 대중에 대한 물 분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물 재충전
•

환경보존부 계약자는 모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워터 버펄로의 수위를 매일 점검하고 적절하게 충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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