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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초등 및 중학교에서 수은 함유 바닥재의 설치 또는 덮기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학생 및 학교 직원을 위한 수은 증기 노출 제한을 설정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립 및 비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수은 함유
바닥재의 설치 또는 덮기를 금지하는 법안(S.6145/A.7986)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수은 증기에 노출될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뉴욕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수의 주에 합류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학교에는 고무와 유사한 체육관 바닥이 주로
설치되었는데, 여기엔 간혹 수은이 함유되었으며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수은 함유 바닥재 위에 새로운 나무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도 수은 증기가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유해하고 유독한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수은을 다루는 제 법안의 제정은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Judy Griff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은 함유 바닥재는 무색무취의
증기를 방출하여 어린이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롱아일랜드 학교
체육관에서 높은 수준의 수은 증기가 발견된 후, 이제 저는 학생, 학부모, 교수진이 이
유해한 증기에 노출되어 건강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우리 학교를 계속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번창하며 성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은 증기에 노출되면 해로우며 어린이는 더 취약합니다. 노출은 기억 상실, 떨림, 호흡
부전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에 서퍽 카운티의 밀러 플레이스
고등학교(Miller Place High School)는 체육관을 개조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수은 증기를
발견하여 학교가 체육관을 닫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환경 보호법을 개정하여 직원 또는 학생을 위해 750ng/m3의 기간 조정
평균 수은 증기 노출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즉시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설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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