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글렌몬트 주변에서 좌초된 예인선과 바지선의 구조를 돕도록 주 자원 

투입 지시  

 

68,000배럴의 휘발유 및 29,000갤런의 디젤 연료를 운송하던 예인선과 바지선을 

구조하여 조사를 위해 노스 올버니 터미널(North Albany Terminal)로 향해  

  

바지선으로부터 연료 유출의 증거 없음  

  

  

오늘 아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를 포함한 뉴욕주 정부 기관들이 뉴욕 글렌몬트 근처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노스 올버니 터미널(North Albany Terminal) 바로 동쪽에서 

예인선과 바지선이 좌초한 것에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이 확보되어 

이제 조사를 위해 터미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량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운반하는 두 척의 선박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선박들은 확보되어 

조사를 위해 터미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재난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일하는 미국 최고의 응급구조대가 뉴욕주에 있어 

다행입니다."  

  

11월 3일 오전 약 7시 50분에 환경 보존부(DEC) 법 집행관 및 유출 대응 전문가들은 

노스 올버니 터미널(North Albany Terminal) 바로 동쪽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 

좌초한 예인선에 관한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보고서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예인선 '브루클린'은 약 68,000배럴의 휘발유와 29,000갤런의 디젤 연료를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로 연료가 유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보존부(DEC)는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법 

집행관 및 유출 대응 전문가들은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환경보존 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 

ECOs)들은 해당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경비대(Coast Guard) 및 기타 응급구조대와 

협조했습니다. 만조가 예인선을 들어 올려 강바닥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예인선 

또는 바지선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연료는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환경보존부(DEC) 유출 대응팀은 누출이 발견되면 대응하기 위해 민간 

유출 계약자를 호출했습니다.  

  

대응 기관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가 있을 시 상황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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