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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25번째 제안 발표:
레이크 조지(LAKE GEORGE) 물 건강 보호

뉴욕주, 레이크 조지 폐수 처리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
940만 달러의 추가 자금, 프로젝트 예산 격차를 메워 총 주 투자금이 1,490만 달러에

달해
투자금, 마을 납세자 세금을 약 2,500만 달러 절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이크 조지(Lake George)의 물 건강을 보호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25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워런 카운티의 레이크 조지 마을에 94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폐수 수집
인프라를 보수 및 업그레이드하고, 레이크 조지의 수질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300만 달러의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보조금 및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250만 달러
수질 개선 프로젝트(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보조금 외에도 주정부는
940만를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예산 격차를 메워 총 주 투자금이 1,490만 달러에
이릅니다. 프로젝트의 나머지 비용은 환경 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무이자 대출에 의해 보상됩니다. 이 투자로 인해 마을 납세자는 거의
2,500만 달러의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조지는 뉴욕의 수많은 아름다운 호수와
수로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중요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는 호수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건강과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수질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당장 눈앞에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도와 3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조지 마을은 2019년 8월에 중대한 공장 업그레이드 건설을 시작하여, 2021년
8월에 이를 완공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폐수 처리장은 레이크 조지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의 유명한 맑은 물에서 유해한 해조류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을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40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주정부는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수역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주지사의
6,500만 달러의 포괄적인 계획은 유해한 해조류의 성장 위험을 퇴치하기 위한 주지사의
우선적인 수역 목표입니다. 레이크 조지는 집중 행동 계획의 대상 수역 12곳 중 한
곳입니다. 더욱이, 주지사는 2017년 청정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및 후속 약속을 통해 뉴욕 전역의 수질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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