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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와스코 평원 습지 복원 사업 승인 발표  

 

주지사가 미 육군 공병대에 주민 50,000명이 이용하는 식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신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수 일 만에 이루어진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와스코 평원 습지 복원 사업(Owasco Flats 

Restoration Initiative)이 미국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로부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승인을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촉구했으며, 이는 뉴욕 주민 50,000명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와스코 평원 습지 복원 사업(Owasco Flats 

Restoration Initiative)은 수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정부 기관에 중요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고 모든 주민을 위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카유가 카운티가 개발한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물이 오와스코 레이크(Owasco 

Lake)로 흘러 가기 전에 오와스코 인레트(Owasco Inlet)에서 침전물과 물 속의 

영양물질을 잡아 줄 습지 저류지(wetland retention basins)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양의 하천 물이 호수에 직접 녹조의 번식을 촉진하는 영양물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승인으로 지역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금 712,500달러와 함께, 주정부는 오번 시와 

오와스코 타운의 최첨단 상수 처리 시스템 건설에 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식수의 

조류 독소를 제거하고, 또한 핑거 레이크스 수자원 허브(Finger Lakes Water Hub)를 

설립하여 해조류 번식을 연구하고 오염 감소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가 핑거 레이크스 수자원 허브(Finger Lakes Water Hu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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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오와스코 호수(Owasco Lake)의 해조류 번성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미 육군 공병대는 오와스코 평원 습지 복원 사업(Owasco Flats 

Restoration Initiative)에 필요한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있도록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DEC는 카유가 카운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허가로 카유가 카운티는 올 가을 건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영양분이 호수에 유입되어 해조류 번식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는 이 지역의 수질 오염 피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오와스코 호수의 상태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카유가 카운티 의회(Cayuga County Legislature)의 Keith Batma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관심과 끈기, Schumer 

상원의원의 개입과 지원 덕분에, 미 육군 공병대의 허가와 DEC의 지원으로 수질 개선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이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번 시의 Michael D. Quill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와스코 호수 습지는 공공 

식수원이기에, 이곳을 보호하는 것이 오번 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와스코 평원 복원 

프로젝트는 유역 관리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께서는 유역 보호와 

안전한 식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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