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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휘트필드 매립지 오염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한 검사를 지시 

 

매립지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토양과 지하수 검사를 통하여 주거지에 영향이 없음을 확보 

  

지역 식수 처리장의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식수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건강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에 진행 중인 기존의 나이아가라 위생 매립지(Niagara Sanitation Landfill)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주변 주민들에 대한 영향이 없음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DEC는 휘트필드(Wheatfield) 타운 지방정부의 협조하에 즉시 매립지 샘플링 조사를 

주변 주민들의 사유지 토양과 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매립지 오염물 함유 여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강부, 나이아가라 카운티 상수 지구(Niagara County Water District) 

및 휘트필드 지방 식수 시스템(Wheatfield Municipal Water System)에서는 계속하여 

주민 식수 공급이 오염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2017년 3월에 DEC는 오염 지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이동이 없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 지역의 상태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DEC의 확대 조사는 

현재 매립지 오염이 주민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초보적인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매립지 토양과 지하수의 샘플 수집 외에 주민구역에 대한 추가 

샘플링을 통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 이동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정부는 주 내의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 공급을 약속합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위생 매립지 오염이 주변 주민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DEC의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 조사는 신속하고 

전반적으로 진행하여 매립지 주변 주택구에 영향이 없음을 확보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는 DEC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올봄에 우리는 주민구역에 대한 샘플 수집을 



포함한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오염 상태와 규모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확대 조사가 

완료된 후 이 커뮤니티에 대한 안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오염물 제거 조치를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DOH는 뉴욕주 전역에 대한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곳 웨스턴 

뉴욕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샘플링 프로그램은 

뉴욕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달 내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매립지 주변의 Forbes Street 가와 

Forbes 테라스를 따라 주민구역에 대한 샘플링이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거 분포 

상황에 따라 추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위생 매립지는 195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운영되어 주변 기업을 포함한 

커뮤니티로부터 다양한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1968년에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LaSalle 고속도로 건설 기간에 생긴 오염된 

흙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매립지 일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흙들은 현재 옥시덴탈 

케미컬 회사(Occidental Chemical Corporation)로 개명한, 기존의 후커 케미컬 

회사(Hooker Chemical Company)로부터 생성된 러브캐널(Love Canal) 폐기물에 

오염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DEC는 1980년대에 세 차례의 조사를 진행하여 

오염 현장의 오염물 이동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2013년에 DEC는 매립지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오염물질에 노출된 구역이 2단계 슈퍼펀드 지역으로 

재분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추가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옥시덴탈사는 DEC의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따라 자발적으로 

2014년과 2015년에 러브캐널 오염과 관련된 쓰레기를 허가된 시설로 옮겨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지 구역의 오염물질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휘트필드 

타운에 있는 매립지 소유주는 이번 주에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으로부터 승인받은 75,000달러의 자금으로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DEC는 울타리 공사를 추진하고 시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공 전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공 준비 작업은 올해 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휘트필드 타운의 주민 식수는 나이아가라 강(Niagara River)의 서부 분류에서 오며 

나이아가라 카운티 상수 지구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환경보호국(EPA)의 비규제 오염물 감시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의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샘플링은 2017년 2월에 시행하여 주로 매립지와 

관련된 유기 오염물질은 검측 불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C와 DOH는 

매립지와 주변 주민구역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DEC와 DOH에 



지시하였습니다. DEC와 DOH는 올해 봄에 공보 게시판을 구축함으로써 조사에 관하여 

주민들이 주 정부 공무원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집한 샘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정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여기서 DEC 공무원과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환경보존부 산하의 환경 

시정과(Division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프로젝트 매니저 Glenn May한테 우편 

주소: 버펄로의 미시건 애비뉴 (Michigan Avenue) 270번지 혹은 전화번호: 716-851-

7220번으로 연락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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