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이크 조지 타운에 깨끗한 물 인프라 자금 343,000달러 수여  

 

레이크 조지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폐수 수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43,000달러 규모의 기금이 워런 카운티 레이크 조지 

타운에 수여됨을 발표했습니다. 폐수 수집 인프라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고 레이크 

조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지사의 역사적인 25억 달러 규모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았으며 이 자금은 주 

전역의 수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인프라에 투자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뉴욕 전역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촉진할 것입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투자는 주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의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이용하여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으로 레이크 조지 타운은 하수도와 기타 인프라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폐수가 자연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는 레이크 조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의 폐장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는 이제 매일(노동절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안전 요원들은 6월 10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 16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합니다. 수온이 최소 

65도일 때에만 수영이 가능합니다. 보트는 보트 시즌(해빙부터 결빙기까지) 내내 매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크 조지 수자원 보호 노력  

  

2016년, 레이크 조지의 남쪽 끝에서 박테리아 레벨이 증가하여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가 여러 번 폐쇄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해변에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주와 지방 정부, 민간 기구의 협동적인 노력으로 

2017년에도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레이크 조지 빌리지, 레이크 조지 타운, 레이크 조지 협회(Lake George 

Association), 레이크 챔플레인/레이크 조지 지역 계획위원회(Lake Champlain/Lake 

George Regional Planning Board), 워런 카운티 땅 및 물 보존 구역(Warren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레이크 조지 물 지킴이(Lake George Waterkeeper), 

레이크 조지 공원 위원회(Lake George Park Commission)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스트 브룩(East Brook)의 합류 지점 근처에서 박테리아 레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감지되어 이스트 브룩 분수령에서 박테리아 오염원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데 조사의 

초점이 크게 맞춰졌습니다. 이 작업에는 하수 및 빗물 인프라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와 협력 기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수질 샘플을 수집해 오염원 

지역을 격리하고 인프라 후속 검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레이크 조지 타운 칼드웰 하수 구역(Caldwell Sewer District) 하수 수집 시스템의 

업데이트 평가에서 호수와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 주변에 다양한 파이프 

부분, 맨홀, 펌프장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에 수여된 245,000달러 

규모의 수질 향상 프로젝트(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기금과 함께 레이크 

조지에 수여된 기금으로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거나 레이크 조지 수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2017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은 뉴욕 전 지역의 깨끗한 식수 

인프라 프로젝트, 수질 보호에 25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입니다. 뉴욕주 환경시설 

공단(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은 해당 법의 일환으로 시립 

수질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 겸 환경시설 공단(EFC) 의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지역사회들은 폐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및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그 비용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아시고 뉴욕주 전역 수질 기반 시설을 강화 및 보호하는 창의적인 재정 지원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뉴욕주는 레이크 조지 폐수 수집 

시스템에 투자하여 레이크 조지를 보호하고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 환경시설 공단(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Sabrina M. Ty 

이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깨끗한 물 인프라에 

역사적으로 투자하신 덕분에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레이크 조지 타운 폐수 수집 시스템에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와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보장합니다. 환경시설 공단(EFC)은 뉴욕주 

지역사회가 수질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Betty Little 상원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사회를 돕는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열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호수와 강을 보호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으며 지역 거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앞으로 우리 관광 

기반 경제를 촉진할 것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수로의 아름다움과 수질을 확인하러 

우리 지역에 오고 싶어 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이번 발표는 레이크 조지에 좋은 소식입니다.”  

  

Dan Ste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이 레이크 조지에 꼭 필요한 

폐수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레이크 조지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은 지역 환경과 경제 성장에 필수입니다.”  

  

레이크 조지 타운 Dennis Dickins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운은 기금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타운이 호수의 남쪽 끝에 있는 

칼드웰 하수 구역(Caldwell Sewer District)에서 중요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기금의 보장은 우리와 주의 강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레이크 조지의 수자원과 밀리언달러 

비치(Million Dollar Beach)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efc.ny.gov을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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