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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설계 건축팀으로 웨스턴 베이 

컨스트럭터스 조인트 벤처를 선정했다고 발표  

  

롱아일랜드 웨스턴 베이스의 수질 및 폭풍 복원력 개선을 위한 4억 3,900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설계-선축 구매 접근법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한 민간 부문 우선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4억 3,900만 달러 규모의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Bay Park Conveyance Project)의 건설을 담당할 설계 건축 

업체로 웨스턴 베이스 컨스트럭터스 조인트 벤처(Western Bays Constructors Joint 

Venture)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매년 레이놀즈 채널(Reynolds 

Channel)과 웨스턴 베이스(Western Bays)로 방류되는 질소의 양을 줄임으로써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지역 전체의 복원력을 개선하여 환경이 악화된 웨스턴 베이스의 

생태적 복구를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베이 공원 하수 처리장(Bay Park Sewage 

Treatment Plant, BPSTP)에서 처리한 폐수가 시더 크릭 수질 오염 관제장(Cedar Cree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 CCWPCP)의 해양 배수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지하 터널을 건설하고 사용되지 않는 수로의 용도를 변경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된 생태계에서 해안 복원력 문제까지, 

롱아일랜드의 해안 환경은 수십 년 동안 질소 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이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뉴욕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인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이러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설계-건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더 빠르고 저렴하게 

완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설계시공은 민간 부문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완료를 가속하도록 장려하는 비용 

절감 조달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다른 방식 보다 더 짧은 일정 

내에서 매우 적은 돈으로 웨스턴 베이스의 생태계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계획에서는 복구 비용이 6억 달러 이상이 들고 거의 10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3년 내 건설될 이 수송 프로젝트(Conveyance Project)는 매년 190억 

갤런의 처리 폐수와 레이놀즈 채널(Reynolds Channel) 및 웨스턴 베이스의 질소 부담을 

95 퍼센트 이상 줄이며 지역 전체의 복원력 혜택을 달성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설계-건축 

업체(John P. Picone 주식횟(John P. Picone, Inc.,) 및 노스이스트 렘스코 건설 

주식회사(Northeast Remsco Construction, Inc.)로 구성된 웨스턴 베이스 컨스트럭터스 

조인트 벤처)를 관리하며, 완공 후 나소 카운티 공공 서비스부(Nassau County 

Department of Public Works)가 해당 신규 시설을 소유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전 설계-건축 업체는 반드시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는 카운티 의회에 11월 6일 검토 목적으로 제출되었고, 11월 23일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후 뉴욕주 환경보존부가 계약에 서명하고 뉴욕주 법무장관 및 감사관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카운티 재정 관리 위원회(County Finance Control Board), 카운티 

감사관,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Curran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 DEC는 

계약의 최종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토함하는 진행 통지(Notice to Proceed)를 

발행합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귀중한 웨스턴 베이스의 변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희망적인 진전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혁신적인 설계-건축 팀은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중요한 습지 및 해양 생태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더욱 개선된 폭풍 복원력, 생태계는 물론, 

나소의 가장 아름다운 천연 자연에서 여가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혁신 프로젝트는 웨스턴 베이스의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안 복원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롱아일랜드의 환경을 보호해 나가려는 

노력을 가속화시켜 나소 카운티 웨스턴 베이스의 환경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1949년에 지어진 베이 공원 하수 처리장(BPSTP)은 500,000 명이 넘는 나소 카운티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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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에 포함된 

질소로 인해, 대규모 녹조 및 용존 산소 부족 등 기타 관련 수질 문제로 웨스턴 베이스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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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는 BPSTP 북쪽에 2마일, 72인치 입력 간선을 건설함으로써 완전히 처리된 

폐수를 선라이즈 고속도로(Sunrise Highway) 아래 있는 카운티 소유의 송수로로 방향을 

바꿔 보냅니다. 7.3 마일 규모의 72인치의 버려진 간선을 재활용 및 설치하고, 기존 시더 



 

 

크릭 해양 방류 수역 파이프의 송수로로부터 1.6 마일 규모의 72인치 입력 간선을 

건설합니다. 이 길이는 7마일 길이로, 처리된 하수를 3마일 정도 수송하여 대서양으로 

방류합니다. 새로운 입력 간선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20~60피트 아래 마이크로 

터널링을 사용하여 건설될 것입니다.  

  

DEC와 나소 카운티 공공 서비스부는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에 대한 줌(Zoom) 가상 공공 정보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질의 

사항에 답변할 것입니다. 줌 회의의 웹 링크 및 접속 번호는 

www.bayparkconveyanc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bayparkconveyance@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웨스턴 베이스는 베이 

공원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폐수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Cuomo 

주지사, Schumer 상원의원, Seggos 커미셔너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결국 혁신적인 

변화 방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경제와 더욱 복원력이 강한 사우스 

쇼어(South Shore)로 이어질 중요한 수로의 부활 사업의 시작입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나소 카운티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지역 지원에 힘입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베이스의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는 해안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폭풍과 높은 해수위 문제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 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lissa Mil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한 설계 건축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시기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Taylor Darli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수질 및 폭풍 복원력 

향상은 인프라 전체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또 다른 성과를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포르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고대합니다."  

 

Judy Griff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의 

웨스턴 베이스 향후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베이 공원 하수 처리장 및 인프라 개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에 대한 유해한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64e6ef7-29d557ec-764c97c2-0cc47a6d17e0-55da381227572723&q=1&e=698ef8e4-756d-4872-8cba-19fe8c961e46&u=http%3A%2F%2Fwww.bayparkconveyance.org%2F
mailto:bayparkconveyance@gmail.com


 

 

질소 오염을 줄이고 롱아일랜드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avid McDonough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 

추진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폐수가 

시더 크릭을 통해 2마일 수송관을 이용해 방류되며 웨스턴 베이스에 영향을 미친 질소 

폐수 효과를 완화할 것입니다."  

  

Kevan Abrahams 나소 카운티 제1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 공원(Bay 

Park)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웨스턴 베이스와 같은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뉴욕주와 나소 카운티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와 같은 환경 보존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시사께 감사드립니다."  

  

Denise Ford 나소 카운티 제4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송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폐수가 레이놀즈 

채널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방류된다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Marine Life)가 다시 복원되고 습지가 재생되어 홍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ebra Mule 나소 카운티 제5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웨스턴 

베이스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레이놀즈 채널의 생태 건강을 변화시킬 프로젝트에 

착공하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한 걸음입니다. 저는 지역 환경 보존 전략의 초석이 되어 

줄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에 집중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Steven Rhoads 나소 카운티 제19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지난 50년 동안 

나소의 남쪽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환경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프로젝트 안전성을 주정부가 보장한 가운데, 

웨스턴 베이스 복원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Don Clavin 헴스테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가 수질 및 폭풍 복원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는 레이놀즈 채널과 오염된 웨스턴 베이로 방류되는 질소의 

양을 완화하여 수질 개선 및 폭풍 복원력 강화를 추진하는 웨스턴 베이스 복원력 

이니셔티브(Western Bays Resiliency Initiative)를 구성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다른 프로젝트 두 개는 롱 비치 강화 프로젝트(Long Beach Consolidation 

Project)와 포인트 룩아웃 하수 가용성 연구(Point Lookout Sewer Feasibility 

Study)입니다.  



 

 

  

2019년 9월, 나소 카운티 의회(Nassau County Legislature)는 만장일치로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억 800만 달러의 채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2003년, 2008년, 2011년의 채권 결의안을 포함하면 수송 프로젝트 총 채권 

승인액은 4억 6,000만 달러입니다. 이 베이 공원 수송 프로젝트는 다년간의 복원력을 

갖춘 BPSTP 재건에 과거 투자된 8억 3,000만 달러의 주 및 연방 투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타 복원력에 대한 주정부 및 카운티 투자와 함께 웨스턴 

베이스의 복구를 지원하고, 중요한 해양 자원을 보호하며, 향후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해안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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