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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개의 오염된 지역의 정화 완료를 위한 480만 달러 보조금 발표

시러큐스, 클레이, 코틀랜드 및 글러버즈빌 토지, 주정부의 환경 복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 ERP) 참여
지원금은 지자체의 오염된 부지 정화, 지역사회 보호 및 지역 경제 강화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재개발 대상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4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러큐스
산업 개발 기관(Syracuse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클레이 타운, 글러버즈빌 시
및 코틀랜드 시는 각각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환경 복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역사적으로 오염된 장소를 정화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계속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우리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수십 년 된 오염을
정화하도록 도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개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오늘 연설을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환경에 대한 우리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 주의 주변에 오염된 부지를 복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의 자금 투자로, 우리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수년 동안 비워
놓았던 지역들을 정화하고, 경제 개발과 일자리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부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화된 투자는 또한 해롭고 위험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의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활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Cuomo 주지사와 엉망이 된 토지의 복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뉴욕주 전역의 오염되고 버려진 부지의 정화 및 재개발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으며,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이익을 줍니다."

1996년에 개설된 환경 복원 프로그램(ERP)은 지방 자치 단체에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소유의 오염되고 버려진 토지에 대한 자격 대상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130개 이상의 부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조금을
위한 기금은 주로 뉴욕주의 유해 폐기물 정화 계좌(Hazardous Waste Cleanup
Accoun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09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고갈되었지만,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현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환경 복원
프로그램(ERP)의 부지를 조사하고 정화하는데 연간 1,000만 달러까지 이용 가능하며,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정화 부지가 다시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이 새로운 기금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시러큐스 산업 개발
기관(Syracuse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클레이 타운, 글러버즈빌 시 및
코틀랜드 시는 각각 환경보존부(DEC)와 재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프로젝트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Rachel Ma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중부 지역은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강한 경제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일부는
또한 물과 토양에 독소의 형태로 산업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이전의 산업 부지의 위험 물질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고, 이를
정화할 책임을 질 당사자는 없습니다. 시러큐스 시가 환경 복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으로부터 이전의 시러큐스 리깅 프로퍼티(Former Syracuse
Rigging Property)의 오염되고 버려진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기쁩니다. 뉴욕 중부 지역의 토지를 복구하도록 지원해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과 환경은 모두 긴 휴면
중인 부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환경 복원 프로그램(ERP)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틀랜드는 경쟁 성장, 새로운 주택 및 다른 지역 주도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몇 가지의
주정부 보조금 덕분에 진정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노스 산업 단지(Noss Industrial
Park)를 재활성화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을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Jim Ted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정부 보조금은 글러버즈빌의
숙원인 부지 정화를 도울 것이며, 이는 환경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지역 경제 개발을 이끌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승인해주신 주지사와 Seggos
커미셔너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Barbara Lift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이 재정 지원은
코틀랜드 지역사회가 오염된 이전 제조 부지를 정화하고 토지를 향후 경제 재개발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일은 환경과 지역 경제 모두에게 좋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주신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C)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트 스트리트의 이전 시러큐스
리깅(Syracuse Rigging) 부지는 1890년대부터 상업 및 산업적 용도로 이용된 역사가
있지만 20년 이상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복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 보조금에 대한 발표는 이 지역을 정화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줍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총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지역 주민, 우리 시 및 환경 전반에 이익이 됩니다."
Robert J. Smulle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러버즈빌의 팬 아메리칸 태너리
부지(Pan American Tannery Site)의 정화를 완료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이 확보된 것을
보게 되어 좋습니다. 위험 물질과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경제 개발 기회를 위한 문을 긍정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지구의 날(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취약하며 우리의 천연자원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손상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기금은
클레이 타운이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여 부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가족들이 마실 깨끗한 물과 숨 쉴 신선한 공기, 사용하는 건강한 땅을 갖도록 보증하는
주정부의 약속을 지속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더 깨끗하고 더 지속 가능한
뉴욕주 중부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회차의 보조금을 재정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클레이 시: 2,990,000달러
메이더 로드 워터프론트 사이트(Maider Road Waterfront Site)는 1940년부터
1996년까지 연료유와 아스팔트의 저장 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북부 구획에는 바지선
하역용 선착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네이다 강에서 부지로 이어지는 파이프관을 통해
부분적으로 석유가 현장에서, 현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석유는 또한 현장 동쪽의 철도
지선을 통해 현장에서 및/또는 현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및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는
석유와 석유 성분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존부(DEC)의 정화 계획을 시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시러큐스 산업 개발 기관(Syracuse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시 1,501,000달러

이전 시러큐스 리깅 프로퍼티(Former Syracuse Rigging Property)는 최소 1890년대
이후부터 구조용 철강 작업, 단조 및 기계 작업장, 장비 수리 시설, 페인트 및 니스
공급업체를 포함한 여러 상업 및 산업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과거의 작업으로 벌크 저장
탱크 및 배관에서 나온 석유 제품의 방출로 부지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은 다양한
금속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존부(DEC)의 정화 계획을 시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풀턴 카운티
글러버즈빌 시 192,000달러
팬 아메리칸 태너리 부지(Pan American Tannery Site)는 최소한 1912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로 재무두질 및 마감 시설로 운영된 이전 제혁 공장입니다. 보조금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비소 및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존부(DEC)의
정화 계획을 시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코틀랜드 카운티
코틀랜드 시: 115,000달러
노스 산업 단지(Noss Industrial Park) 부지는 1866년에서 1970년까지 철망 제조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철망의 화학적 피클링은 강한 산성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건물이
철거될 때, 잔해들이 지하 및 기타 구멍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및 비소와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처리함으로썩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존부(DEC)의 정화
계획을 시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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