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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의 공공 인수에 관한 

가상 공개 포럼 발표  

  

특별 고문, 문제가 있는 롱아일랜드 수자원 유틸리티 및 발행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화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세 개의 공개 포럼을 4월 1일까지 

개최  

  

포럼은 씨 클리프에서 2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동부 마사페쿠아 지역에서 2월 24일 

수요일, 남서부 나소 카운티 지역에서는 2월 25일 목요일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New York American 

Water Company, Inc.)의 공공 인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세 개의 가상 공개 

포럼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럼은 공공 서비스부의 요금납부자 보호 특별 고문이 

주관합니다. 의견은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될 것이며, 해당 롱아일랜드 상수도 회사의 

잠재적 공공화 가능성에 대한 공공 서비스부의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특별 고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포럼은 2월 23일 화요일 씨 클리프 지역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동부 마사페쿠아 지역에서 2월 24일 수요일, 남서부 나소 카운티 지역에서 2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의 고객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 사용료의 위협을 너무 오랫동안 부당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뉴욕주에서는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의 공공 

인수를 포함하여 이 중요한 자원에 대한 고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철저히 연구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공개 포럼은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결정 사항을 더 홍보할 것이며,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물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개 포럼 전체에 대한 공지 및 참가 상세사항은 www.dps.ny.gov의 공공 서비스부 문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earch for Case/Matter Number"(사례/사안 번호 검색)라고 

라벨링 된 입력 상자에 사례 번호 20-W-0102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현재 뉴욕 아메리칸 워터를 다른 민간 유틸리티 기업인 리버티 

유틸리티(Liberty Utilities Co.)에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티라는 대안이 

등장하면서 공공 매수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강한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씨 클리프와 

http://www.dps.ny.gov/


 

 

마사페쿠아 등 몇몇 지자체는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시스템 일부 인수 가능성 분석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 최고경영자인 John B. Rhod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 

아메리칸 워터 고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좋은 물의 비용을 낮추는 것은 뉴욕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요금납부자 보호의 특별 고문 Rory I. Lanc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포럼을 통해 

요금납부자는 직접 고민을 전달하고 물 공급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 정부 공무원 및 대중이 물의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의 물 공급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포럼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2월 3일, Cuomo 주지사는 Lancman 특별 고문에게 뉴욕 아메리칸 워터에 관한 공공화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고 이끌도록 지시했습니다. 연구는 4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약 12만 4천 명의 

고객에게 주거용 및 비주거용 계량기 및 기타 수도 서비스와 공공 및 민간 화재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개 포럼에서 아메리칸 워터의 공공화 타당성 조사에 관해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록이 남을 의견을 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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