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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앰스터댐시가 노후화된 물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주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 5백만 달러가 시의 노후화된 물 인프라를 수리하고,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강화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달 포레스트 애비뉴를 따라 있는 하수관 파손에 

뒤이어, 앰스터댐시의 노후화된 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5백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에서 제공되는 125만 달러와 클린 워터 주 리볼빙 기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에서 제공되는 375만 달러의 무이자 대여금으로 구성되는 이 자금은 시에서 

향후의 하수 넘침 사고를 방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화된 물 인프라는 환경에 해를 끼치고, 

주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우리는 

앰스터댐시가 필요한 수리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물 인프라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8월 1일에 앰스터댐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주정부가 기술적 지원, 자금 및 추가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7월 25일 월요일에 시에서는 하수관 파괴로 분당 50갤런으로 추정되는 미처리 하수가 

모호크 강에 인접한 노스 축타눈다 크리크(North Chuctanunda Creek)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뉴욕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보존부에 보고했습니다. 처리팀이 손상된 파이프 

부분을 우회시키는 펌프 시스템을 설치해서, 7월 30일까지 사실상 일체의 배출물을 

제거하기 전까지, 대략 500,000갤런의 하수가 누출되었습니다. 

 

8월 1일에 Cuomo 주지사는 환경보존부와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에 시 

당국과 만나서, 하수 인프라 고장을 고치기 위한 선택 방안을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주 정부에서는 2015년 물 인프라 개선법, Environmental Facility 

Corporation에서 보조하는 대여금, Engineering Planning Grants 및 물 품질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 등과 같은, 잠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존부는 현재 앰스터댐시와 기존의 포괄적인 준수 명령의 갱신을 포함해서, 시의 

노후화된 폐수 인프라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앰스터댐시 시장 Michael V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저는 Cuomo 주지사, Amedore 주 상원의원 및 

Santabarbara 주 하원의원의 개인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 인프라 개선은 당파를 

초월한 문제이며, 우리 시는 우리의 인프라 필요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금전적 

지원과 엔지니어링 지원에 대해서 매우 고무되어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 상원의원 George Amed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소모시키고, 우리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는 하수관 문제로 고통을 받은 앰스터댐시에 

있어서 이번 지원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 자금은 그들이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하수관 개선 필요 작업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끈기, 리더십 및 

파트너십에 대해서 Villa 시장에게 찬사를 보내며, 앰스터댐 상황의 긴박성을 이해해 준 

주지사실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는 강력한 경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초이며, 저는 앰스터댐이 너무도 필요한 이 지원을 받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주 하원의원 Angelo Santabarb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앰스터댐시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 인프라 수리를 위한 우리의 비상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해 준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금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적인 하수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 

수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 예산의 다른 중요 부분으로부터 

전용된 자금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업스테이트 지역사회들 전반에 걸친 노후 

인프라는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공된 비상 자금은 우리의 훌륭한 

앰스터댐시의 미래에 대한 좋은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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