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식수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에 임명된 위원 발표  

  

최근에 생겨난 광범위한 수질 문제를 처리하게 될 위원회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인 퍼플루오로옥탄산 (PFOA),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PFOS), 

1,4-디옥산(1,4-dioxane)에 대한 최대 오염 물질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s, 

MCLs) 제정 권고  

  

10월 2일 롱아일랜드에서 개최될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올해 후반기 주도 

지역에서 두 번째 회의 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지역사회가 규모에 상관없이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뉴욕의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될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의 위원 12 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근에 생겨난 광범위한 수질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며, 적절한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방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있는, 

최근에 생겨난 세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해 집행 가능한 최대 오염 물질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s, MCLs)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발견된 세 

가지 오염 물질은 퍼플루오로옥탄산 (perfluorooctanoic acid, PFOA),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1,4-디옥산(1,4-dioxane) 

등입니다. 이 위원회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뉴욕의 스토니브룩 소재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SUNY Stony Brook)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회의는 올해 후반기에 주도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식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공 의무를 계속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다시 한 번 나서야 

합니다. 최고의 과학 지식을 활용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이 새로운 위원회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에 기초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질은 일관된 국가 표준을 따라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뉴욕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8 Budget)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 위원회는 최근에 

생겨났지만 연방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있는 오염 물질로부터 뉴욕 식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퍼플루오로옥탄산 (PFOA),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PFOS), 1,4-디옥산(1,4-dioxane) 

테스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 물질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검토하고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에 이러한 오염 물질에 

대한 최대 오염 물질 수준(MCLs) 설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의무입니다. 최대 오염 물질 수준(MCLs)은 상수도 시스템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주정부 위생 규정에 명시된 식수 표준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주 보건부(NYSDOH)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최근에 생겨난 오염 물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 및 테스트 빈도,  

• 통지 수준 이상으로 식수에서 발견되는 최근에 생겨난 오염 물질 공고를 위한 

모범 사례,  

• 최근에 생겨난 오염 물질 목록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지 여부와 시기.  

1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는 

수자원 운영, 위험 평가, 미생물학, 환경 공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지사가 

임명한 6 명의 위원과 함께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최종 위원 4 명은 뉴욕주 상원의 

임시 의장과 뉴욕주 하원 의장의 추천으로 주지사가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수자원 

운영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독물학 또는 건강 위험 평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포함합니다.  

  

주지사의 임명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의학 박사 

(임명된 위원: Brad Hutton, 부커미셔너, 공중 위생국(Office of Public Health))  

•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 (임명된 위원: Ken Lynch, 집행 부커미셔너)  

• Roger Sokol 박사, 디렉터, 환경 건강 보호 부서(Divi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rotection), 환경 건강 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 Scott Stoner, 부서장, 표준 및 수질 평가 섹션(Standards and Water Quality 

Assessment Section), 수자원 부서(Division of Water),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Stanley J. Carey, 메서피쿠아 상수 지구 감독관(Massapequa Water District 

Superintendent) 및 롱아일랜드 수자원(Long Island Water Conference) 회의 

의장  

• Joseph H. Graziano 박사, 컬럼비아 대학교 공중 보건 메일맨 스쿨(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교수, 환경 보건학 및 

약리학(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and Pharmacology)  

• Sandra Nierzwicki-Bauer 박사, 렌셀러 폴리테크닉 연구소 다린 담수 

연구소(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Darrin Fresh Water Institute) 부 디렉터 

겸 교수  

• Harold Walker 박사, 스토니브룩 대학교 토목공학과(Stony Brook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교수 겸 위원장, 스토니브룩 클린 워터 기술 

센터(Stony Brook Center for Clean Water Technology) 공동 디렉터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지명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arah Jocelyn Meyland, 법학 박사, 부교수, 뉴욕 기술 연구소(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 Steven Schindler, 디렉터, 수질(Water Quality): 뉴욕시 환경보호부(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상수도국(Bureau of Water Supply)  

• Kris Dimmick, 기술사, PWLF, 기술사, BCA 엔지니어 및 건축가  

• Paul Granger, 기술사, 감독관, 포트 워싱턴 상수 지구(Port Washington Water 

District)  

뉴욕주 상원(NYS Senate)의 John Flanagan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는 뉴욕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State Senate)에서 

지명한 Kris Dimmick 씨와 Paul Granger 씨는 이 전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확실하게 더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한 뉴욕주 전 지역의 깨끗한 물 프로젝트를 위해 뉴욕주 예산으로 승인한 

25억 달러의 역사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 하원(NYS Assembly)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다수당(Assembly Majority)은 뉴욕 주민들이 최고 수질의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전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의 설립을 통해, 자격을 갖춘 최고의 뉴욕 전문가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천연자원 중 하나를 보호하고 공중위생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식수는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는 뉴욕주 식수 공급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부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뛰어난 전문가 위원들을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일입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의 설립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수자원 오염 문제를 처리하고 연방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오염 물질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국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은 필요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건강위원회(NYS Senate Health Committee)의 Kemp Hanno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는 뉴욕주에서 

식수의 수질을 위협하는, 규제되지 않은 오염 물질을 파악하고 그 물질들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뉴욕이 향후 수 세대 동안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NYS 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Thomas O' Ma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질 위원회(Water 

Quality Council)의 활동은 깨끗한 물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에 대한 뉴욕주의 단기적이며 

장기적인 대처의 효과성 및 시기적절함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뉴욕 전 지역에서 앞으로 최고 품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뉴욕주 

하원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건강위원회(NYS Assembly Health Committee)의 Richard Gottfrie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버펄로까지 뉴욕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최고 품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식수 수질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는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환경보존위원회(NYS 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Steve Englebright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을 임명한 탁월한 결정은 뉴욕주의 입법 기관과 주지사님이 지표와 지표수 및 



 

 

공공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 소집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일 오전 10시  

SUNY Stony Brook, Charles B. Wang Center  

100 Nicolls Road, Stony Brook, NY.  

  

모든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고 인터넷으로 생방속되며 공개 회의법(Open Meetings 

Law)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대중 여론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위원회는 뉴욕주 보건부(NYSDOH)에 대한 권고로 발전시키기 전에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식수의 수질을 보장하려는 뉴욕주의 활동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 

여기, 여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health.ny.gov/environmental/investigations/drinkingwaterresponse/#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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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calls-epa-set-clear-and-enforceable-drinking-water-standard-1-4-dioxane#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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