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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보트로 INDIAN POINT 원자력 시설 점검 후 오일 유출 관련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 

 

유출된 오일은 공장 내에 머물고 허드슨 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환경보존부(DEC), Entergy 청소 작업 지속적으로 감독 

 

노후화된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 문제중 발생한 최근 사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트로 Indian Point 원자력 시설을 점검하고 이 

시설에서 보고된 오일 유출에 관한 뉴욕주의 대응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Entergy가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양의 오일이 열교환기로부터 

원자력 시설 내의 냉각수 배출 수로에 유출되었다고 통지한 후, 즉각 대응했습니다.  

 

DEC의 감독 하에, Entergy의 청소 계약업체인 Miller Environmental은 배출 수로에서 

석유막을 걷어내고 허드슨 강에 유출된 오일이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흡착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유출된 6백 갤론의 석유 대부분은 공장 내에 머물러 있으며 

단지 매우 적은 양만이 배출 수로에 도달했습니다. 

 

주지사는 금요일 밤에 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DEC 유출 대응반 직원들은 10월 1일 

토요일 밤에 시설에 대한 또 다른 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로 또는 허드슨 강에서 눈에 

보이는 오일 또는 석유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점검 후에, 추가로 석유가 배출 

수로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만, DEC는 Entergy 계약업체들이 공장 내를 

오염시킨 오일을 제거하듯이 월요일에 항구를 청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름 유출에 대한 우리의 힘을 합친 빠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노후화된 발전소에 관련된 수많은 운영 문제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저는 환경보존부, 보건부, 공익사업부에 이 시설에서 발생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이 오일 유출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Indian Point Nuclear Reactor에서 이 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상시 

안전과 환경상 문제에 관련된 40번 이상의 오일 유출 사고와 예상치 못한 시스템 종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audio-rush-transcript-governor-cuomo-tours-site-oil-leak-indian-point-nuclear-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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