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HABS)에 대처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발표  

 

호수에 배치된 첨단 모니터링 관측소로 데이터 수집 기능 개선  

  

업스테이트 뉴욕의 취약한 호수 및 수역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에 

대처하기 위한 6,5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의 취약한 호수 및 수역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뉴욕의 6,500만 달러 규모의 

4 단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에서 혁신적인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장기 프로젝트로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소속의 연구원들이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유해 녹조(HABs)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첨단 모니터링 기술은 녹조 형성 원인을 이해하고, 녹조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완화 전략을 목표로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수와 뉴욕 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질 보호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호수 전역의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일련의 

지역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에 지시했습니다. 이 팀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Howard Zucker 커미셔너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력하여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회의에서 



 

 

유해 녹조(HABs)의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유해 녹조(HABs)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녹조에 취약한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 및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를 포함하여 뉴욕 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선별한 호수 12 곳에 

대한 전략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문가 및 뉴욕주와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실행 계획(Action Plans)에서 얻은 교훈은 현재 

수질을 복원하고, 유해 녹조(HABs)가 보고된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와 같은 다른 

호수들에서 유해 녹조(HABs)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잠재적으로 수자원에 피해를 입히고 유해 녹조(HABs) 형성에 기여한 상황에 

집중하여, 녹조 번식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맞춤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프로젝트는 유해 녹조(HABs)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환경보존부(DEC)와 미국 지질 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산하 

뉴욕 수자원 과학 센터(NY Water Science Center)와의 공동 연구의 성과물입니다.  

 

지난주에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의 북부 

지역의 서로 다른 위치에 두 곳의 “첨단 모니터링 관측소”를 배치했습니다. 해안 부근과 

연안의 이 장소들은 유해 녹조(HABs)의 번식, 지속 기간,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질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 및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에 추가적인 모니터링 

관측소를 9월 중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유해 

녹조(HABs)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이런 종류로는 가장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녹조를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주정부 기관 파트너 및 미국 지질 조사소(USGS) 등과 함께 유해 녹조(HABs)를 

연구하고 추적하는 첨단 모니터링 관측소는 뉴욕주 전 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대책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유해 적조(HABs)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조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환경 위기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감사드립니다. 

적조 번식의 범위와 지역사회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우리 

호수에 대한 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대비책을 보다 잘 강구할 것입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완전히 이해하여 타당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 녹조(HABs)의 영향을 받은 이 수역은 식수의 중요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전문가들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발생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또한 이 녹조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과 우리의 중요한 상수원에 가해지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취약한 호수를 보호하고 향후 우리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주정부의 종합 대응책 중 다음 단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우리 수역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의 위협을 모니터링 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단히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삶의 질 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엄습하게 될 이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모니터링 및 양질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스캐니아틀레스 타운의 Janet Aaro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는 뉴욕의 호수와 상수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녹조는 뉴욕 주민과 환경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 등 우선적으로 선별된 호수들에서 

이러한 유해 녹조 대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사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스캐니아틀레스 빌리지의 Martin Hubbard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에 대처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대책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호수와 식수원에 대한 이 위협에 대처하고 처리하는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모니터링 관측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 우리 주민과 방문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호수에서 이 녹조를 제거하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 

앞장서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번 시의 Michael Quill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환경 위기에 계속 대처하고 모든 지역사회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범 프로그램은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 심각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와스코 타운의 Ed Wagn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끝없는 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수, 수영, 낚시,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모두 호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범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코틀랜드 카운티 의회(Cortland County Legislature)의 Charles Sudbrink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수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를 제거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첨단 모니터링 관측소를 배치하여,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환경의 건강과 활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중요한 대책에 협력하여 미래 세대 뉴욕 주민을 위해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싸우고 계신 주정부 및 지역 리더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네카 감리위원회(Seneca Board of Supervisors)의 Robert Shipl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는 이 지역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이 

지역 전체의 식수, 관광산업,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이 녹조가 

발생해서 확산되고 우리 수질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해 녹조(HABs)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온타리오 카운티 위원회(Ontario County Board)의 Jack Marre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책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발전한 뉴욕을 남겨주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수 및 수중 생물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소중한 수역에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 뉴욕주, 지방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앞으로 수십 년간 보다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스카일러 카운티의 Timothy O'Hearn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수역에 대한 모든 위협은 

우리 주민과 경제 모두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와 이 녹조가 환경과 인체 

건강에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유해 녹조(HABs)를 호수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리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첨단 모니터링 관측소는 호수 내 수질 조건을 측정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유해 

녹조(HABs)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미래 완화 전략의 실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관측소에는 온도, 특정 전기 전도력,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 용존 산소량, 산소 포화도, 탁한 정도, 엽록소 형광량, 청색 단백질 형광량, 용존 

유기물 형광량 등을 측정하는 최첨단 기술이 장비가 갖춰어져 있습니다. 연안에 가까운 

관측소에는 웹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보내지고 미국 지질 조사소(USGS) 산하 국립 

수자원 정보시스템(National Water Information System, NWIS)에서 통합됩니다. 국립 

수자원 정보시스템(NWIS)에 접속할 경우,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수질 데이터 뷰어(Water Quality Data Viewe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는 뉴욕주가 AA 급 특별 수역(Class  

AA-Special water body)으로 지정하여 식수, 레크리에이션, 낚시 등에 적합합니다.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는 핑거 레이크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이며, 시러큐스 시와 기타 지자체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이 넘는 센트럴 뉴욕 주민을 

위한 일등급 식수원입니다. 2017년에 스캐니아틀레스 레이크(Skaneateles Lake)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해안선과 얼음이 얼지 않는 수역에서 녹조가 발생하여 확산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시아노 박테리아(cyanobacteria)라고 불리는 이 녹조가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호수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센트럴 뉴욕 소재 핑거 레이크스 중 한 곳인 6,640 에이커 규모의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는 유해 녹조(HABs)로 피해를 입어 우선적으로 선별한 12 곳의 

호수 중 하나입니다. 이 호수는 수영, 낚시, 보트 타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는 오번 시, 오와스코 타운, 많은 호숫가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일등급 식수원입니다.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는 유해 

녹조(HABs)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카운티, 예이츠 카운티, 세네카 카운티, 스카일러 카운티에 걸쳐 위치한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는 핑거 레이크스의 지리적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호수의 북쪽 

끝에는 제네바 시가 있으며, 남쪽 끝에는 왓킨스 글렌 빌리지가 있습니다.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는 핑거 레이크스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있는 호수이며, 

뉴욕주가 식수, 레크리에이션, 낚시 등에 적합한 AA 급 수역(Class AA-(TS) water 

https://waterdata.usgs.gov/nwis
https://wim.usgs.gov/habs/


 

 

body)으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에 

높은 독성을 가진 유해 녹조(HABs)가 발생했습니다.  

  

주지사의 유해 녹조(HABs) 프로젝트 및 12 개 실행 계획(Action Plan)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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