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수위 상승을 억제하고 공공 수자원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뉴욕 아메리칸 워터 연구 결과 발표  

  

롱아일랜드 수자원 기업의 공영화 비용 및 가능성 검토 결과  

  

수자원 회사 고객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없애고 "나소 카운티 수자원 공사"를 설립하여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자산을 매수하여 운영하도록 주 의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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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Water Company, Inc., NYAW)의 롱아일랜드 자산 및 운영 시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영화 가능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공영화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고객들은 부당하게 매우 

높은 비용을 매일 부담했으며, 이러한 부담의 대부분은 수자원 관리와 

무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 결과, 지역 세금 부담이 고객 비용의 30~50 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해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를 넘는 검토 결과에 따르면, NYAW의 공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유틸리티 

자산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의회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라는 것이 연구의 최초 권고안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은 수자원 기업의 고객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 기관을 설립하여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나소 카운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또는 접수하라는 것도 권고의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자산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수자원 공사에 하청할 수 있고, 또는 기존 공공 

수자원 서비스 제공자와 일부 또는 전부를 합병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 제안안에 따라, NYAW가 공영화되어 새로운 공사가 설립된다면 이러한 공사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NYAW의 고비용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 NYAW 고객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약 3,000만 달러의 특별 기업 재산세가 모든 유틸리티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NYAW 고객은 수도 비용 및 재산세 모두 

크게 줄어들 것이며, 기타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경미한 수준의 증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세는 다수의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공영화는 



 

 

기업을 공공 매수하고 단기 인프라 개선을 실시하며 초기 운영 자금 약 8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의 비용을 감안할 경우에도 재정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21년 2월 3일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Rory I. Lancman 고객 보호 특별 고문에게 롱아일랜드 

대의 민간 수도 기업인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 주식회사의 공영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두지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롱아일랜드에서 120,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 고문은 NYAW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가상 공개 

포럼 3회을 실시했으며, 수많은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및 고객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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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의 John B. Howard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고객의 수도 비용을 낮추는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Cuomo 주지사의 신뢰와 인내에 힘입어 이번 연구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ory I. Lancman 고객 보호 특별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 고객의 안전이나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공 

수자원 서비스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주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의미있는 재산세 개혁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소 카운티 수자원 공사를 

통해 의사 결정자들은 연구 결과를 가장 잘 활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미터식, 기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나소, 퍼트남, 설리반, 얼스터, 워싱턴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공공 및 

민간 화재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주 전역에서 약 124,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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