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 베이스의 질소 오염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3억 5,400만 달러 

규모의 복원력 프로젝트(RESILIENCY PROJECT) 발표  

 

뉴욕주 및 나소 카운티, 시더 크릭 처리장(Cedar Creek Treatment Facility)의 기존 해양 

배출구(Ocean Outfall)에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Bay Park Wastewater Treatment 

Plant)을 연결하기 위해 2억 7,700만 달러 투자  

 

질소 오염을 줄이고 수역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해안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Bay Park Wastewater Treatment Plant) 업그레이드 공사  

 

기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한 사진은 여기, 해결책에 관한 사진은 여기, 관련 사진은 여기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가능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5 주년 추모일을 맞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웨스턴 베이의 수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3억 5,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은 

선라이즈 하이웨이(Sunrise Highway) 아래 매설된 버려진 하수도를 통해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Bay Park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에서 처리된 쓰레기를 기존의 

시더 크릭 배출구(Cedar Creek outfall)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배출구는 처리된 하수를 

거의 3 마일 정도 대서양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파도와 

폭풍 해일로부터 지역사회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습지대를 복원하기 위해 유해한 질소 

오염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따뜻하고 얕은 웨스턴 베이 쪽으로 매년 190억 갤런의 

처리된 하수를 방출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뉴욕주와 나소 카운티는 이 프로젝트에 

2억 7,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기금은 연방정부가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낫고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질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공약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악천후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방벽을 복원하고 가장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BayParkSewageTreatmentPlant_Map.pn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SolutionMap_witharrows_solution.pn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SolutionMap-witharrows.png
https://www.youtube.com/watch?v=eXqaXouH1uE&feature=youtu.be


 

 

중요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웨스턴 베이스에서 수백억 갤런의 하수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1949 년에 지어진 베이 파크 시설(Bay Park facility)은 50만 명이 넘는 나소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매일 평균 5,200만 갤런의 처리된 하수를 레이놀즈 

채널(Reynolds Channel)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은 휴렛 하버와 볼드윈 하버를 

포함하여 아틀란틱 비치에서 포인트 룩아웃까지 웨스턴 베이스의 약 10,000 에이커에 

달하는 물과 갯벌 습지대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베이 파크 처리장(Bay Park 

plant)에서 처리된 하수에 포함된 질소로 인해, 대형 녹조 창궐 및 기타 관련 수질 피해로 

웨스턴 베이스는 용존 산소가 낮아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풍 해일과 

그에 수반된 파도를 막아주는 복원력을 갖춘 방벽 역할을 하는 해안 습지 섬들의 손상 및 

궁극적인 붕괴와 하수에 처리된 과다 질소와의 연결 고리를 과학자 그룹이 검토하는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틀란틱 비치 (Atlantic Beach)  

• 롱 비치 (Long Beach)  

• 리도 비치 (Lido Beach)  

• 포인트 룩아웃 (Point Lookout) 

• 파 록커웨이 (Far Rockaway)  

• 로렌스 (Lawrence) 

• 휴렛 넥 (Hewlett Neck)  

• 휴렛 하버 (Hewlett Harbor)  

• 이스트 록커웨이 (East Rockaway)  

• 오션사이드 (Oceanside)  

• 아일랜드 파크 (Island Park)  

• 볼드윈 하버 (Baldwin Harbor)  

• 프리포트 (Freeport)  

• 휴렛 베이 파크 (Hewlett Bay Park)  

• 우즈버그 (Woodsburgh)  

 

오랫동안 다루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진 문제에 대한 이 대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은 완성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저렴한 비용과 단축된 공사 일정 

덕분에 웨스턴 베이스의 생태 회복이 신속하고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이 파크 

시설(Bay Park facility)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해양 배출구를 건설하기 위한 

이전의 제안에 따랐다면 6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건설하는데 거의 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및 나소 카운티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시더 크릭 해양 배출구(Cedar Creek ocean 

outfall)에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100년 동안 방치된 하수도를 연결하여 최소 2억 

달러를 절약하고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레이놀즈 채널 배출구(Reynolds Channel outfall)의 사용을 중단하고 

베이 파크 폐수 처리장(Bay Park WWTP)에서 27 번 주도(State Route 27) 밑에 매설된 

카운티 소유의 하수도까지 북쪽으로 2 마일, 72 인치 직경의 연결 파이프 시스템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또한 10 개의 게이트 밸브를 제거하고 유리 섬유 

파이프를 이용하여 72 인치 직경의 방치된 메인 하수도를 슬립 라이닝하여 8 마일 

길이의 하수도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6 마일 반 거리에 위치한, 약 3 

마일 떨어진 대서양으로 처리된 폐수를 운반할 수 있는 기존의 시더 크릭 배출 

파이프(Cedar Creek outfall pipe)까지 2 마일, 72 인치 직경의 연결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지난 2014 년 1 월, 뉴욕주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로 피해를 입은 후 베이 

파크 시설(Bay Park facility)을 복원력을 갖추도록 여러 해에 걸쳐 재건하기 위해 8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처리 시스템, 수거 

시스템, 펌프장 등의 수리 및 업그레이드 공사가 포함되며,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강도를 초과하는 폭풍의 경우, 500 년에 한 번 발생할만한 정도의 

폭풍으로부터 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학 구조물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rles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에 확보된 연방 기금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이 

파크에서 시더 크릭 배출 파이프(Cedar Creek outfall pipe)로 이어진 하수도는 우리가 

베이 파크 하수 처리장(Bay Park Sewage Treatment Plant)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며 

변형시켜서 건강한 웨스턴 베이스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질소 오염으로 수로를 더럽히는 

대신에, 미래의 홍수와 폭풍 해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될 습지의 

건강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낚시에서 보트 타기, 수영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5 년 후에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이 일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롱아일랜드의 복원력을 개선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500 년에 한 번 발생할만한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베이 파크 

처리장(Bay Park plant)을 개보수하고 강화하도록 복합공사를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악천후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더 스마트해지도록 다시 건설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이 합의는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합의로 웨스턴 베이스의 기능을 손상시킨 질소량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며 이 중요한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복원 노력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의 Sabrina T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시설공사(EFC)는 베이 파크 처리장(Bay Park 

Treatment Plant)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공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우리의 폐수 처리 시설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우리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주도해왔습니다.”  

 

3,000만 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으로, 나소 카운티는 베이 파크 시설(Bay Park facility)에 

처리된 하수의 질소 농도를 최대 50 퍼센트까지 낮추는 2 개의 질소 처리 시스템(nitrogen 

treatment system)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웨스턴 베이스는 

베이 파크 하수 처리장(Bay Park Sewage Treatment Plant)에서 처리된 폐수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이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저희는 혁신적이면서 게임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턴 베이스 부활의 시작입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andy) 이후 5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발생할 대자연의 분노를 막기 위해 우리의 

인프라를 굳건히 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 파크에 

대한 오늘의 발표를 통해, 주지사님의 롱아일랜드에 대한 공약이 다시 한번 아주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전 지역의 가정들은,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의 폐수 시스템이 미래의 악천후에 대비하여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섬의 비할 데 없는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다수의 수역과 

수로를 보호하며 우리가 마시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Melissa Mill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를 통해 대자연이 끼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수퍼스톰의 여파로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복원력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 파크 처리장(Bay Park 

Treatment Plant)을 포함하여 뉴욕의 수자원 인프라는 여러 세대 동안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의 진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필수적인 수자원을 

잘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Mangan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5 년 

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폐허로부터 회복의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 파크 시설(Bay Park facility)의 주목할만한 재건축은 



 

 

우리가 여전히 시야를 넓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표로 우리의 환경 보호 활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직면할 대자연의 분노에 확실히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폭풍 여파 속에서 즉시 우리를 위해 현장에 머물렀으며,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롱 비치 시의 Jack Schnirman 시행정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레이놀즈 

채널(Reynolds Channel)을 정화하는 조치에 수십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현명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귀중한 수자원이 질소 및 기타 하수 처리 부산물에 

의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님은 오늘 자신이 더 강하고 더욱 

스마트하며 안전한 롱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이 주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향후 수 세대 동안 우리 주민들과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환경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의 Adrienne 

Esposit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천연자원에 대한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는 우리의 수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이 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상 배출구를 제공하는 것은 깨끗한 수역, 안전한 조개 

서식지, 우리의 해양 문화의 복원을 유산으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오퍼레이션 스플래시(Operation 

Splash), 슬러지 스토퍼스(Sludge Stoppers),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지역사회 주민들은 널리 20 년 동안 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수역들을 복원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나의 해양 배출 파이프를 통해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물에서 수영하고 낚시질하며 조개도 잡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의 여러 세대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정부와 지역 정부 파트너들이 

우리 남쪽 해안을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과 수역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뉴욕 지부의 Stuart F. Gruskin 보전 및 

외교 수석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andy)가 휩쓸고 간 후 환경 및 

인간 건강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던 베이 파크 하수 처리장(Bay Park 

sewage treatment plant)의 재설계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사에 

힘써주신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환경보존부(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나소 카운티, 웨스턴 베이스 연합(Western Bays Coalition)을 비롯한 우리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물에서 질소 오염을 줄이고 더욱 

복원력을 갖추며 이 지역의 수역 및 사우스 쇼어의 주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500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질소 조치 계획(Long 

Island Nitrogen Action Plan) 및 1,040만 달러 규모의 조개류 복원 프로그램(shellfish 

restoration program)을 비롯하여 롱아일랜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롱아일랜드 질소 조치 계획(Long Island 

Nitrogen Action Plan)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향하는 주요 목표는 웨스턴 베이스, 

궁극적으로 롱아일랜드 전체의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개선 

조치들은 2017-18 년 주정부 예산 및 3억 달러 규모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서 채택된 주지사의 역사적인 25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의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깨끗한 물 인프라에 지출된 

기금 1,000만 달러마다 160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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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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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