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 년 9 월 21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수자원 인프라 및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6 억 

달러의 조성 기금을 발표하고 새로운 탄력적 뉴욕주 의제 요약  

  

주지사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으로 이름이 재명명된 추가 

10 억 달러 사업 제안  

  

지방 자치 단체가 폐수 시설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시스템 중단을 

줄이는 데 추가 1 천만 달러 지원, 녹색 혁신 프로젝트에 5 백만 달러 추가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수자원 인프라 향상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수자원 품질 향상 프로젝트(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WQIP) 

프로그램, 지자체 보조금(Intermunicipal Grant, IMG)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6 억 달러를 제공하여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커뮤니티를 홍수 및 

기후로 인한 심각한 폭풍, 기상 현상의 기타 영향에 대해 보다 큰 대비력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홍수에 대한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높이고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수자원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처리 시설 자산 관리 프로그램(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Asset Management Program)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부담 없이 폐수 

시설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모니터링, 보호,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녹색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의 

추가 5 백만 달러는 우수, 물,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를 위해 

커뮤니티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의 결과로 제조, 엔지니어링, 

건설, 공장 운영,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핵심적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채권법 투자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친환경 일자리 환경 채권법"으로 이름을 재명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제안으로 ‘환경 보호 기금, 깨끗한 물 인프라 법 및 환경 기관’의 지출이 

뉴욕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의 회복 능력 의제를 전진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구조화될 수 있게 입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에 대해 10 억 달러의 증액을 제안하여 총 40 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재정적 리소스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커뮤니티가 홍수와 기타 기후 영향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공공 

수자원 시스템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 전역에서 필수 수자원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척시킬 것입니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은 주민의 

건강과 웰빙 달성에 매우 핵심적입니다. 뉴욕에는 이러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에 10 억 달러 추가를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 주가 새로운 기후 현실에 대비하고 

연방 인프라 기금을 활용하면서 저는 커뮤니티를 돕고 사람과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이자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이사회 의장인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폭풍 헨리와 아이다는 

뉴욕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대두시키면서 도시 폐수 인프라의 

문제를 인식시켰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현장에 있었고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포함된 중요한 

리소스는 모든 커뮤니티가 물 공급 체계를 보호하고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하며 향후의 

반복되는 폭풍에 잘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솔루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와 도구를 갖추도록 돕겠다는 주지사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위기의 시기에 낙후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뉴욕의 거대한 공공 식수 체계 네트워크(큰 비중이 노후화됨)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서 

보건부는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여 주 전역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중요 

인프라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y Corporation) 수석 부사장 겸 COO Molly 

Lark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시스템이 대자연과 노령화에 

의해 계속 테스트 받으면서 물 인프라에 대한 우선순위 투자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계획 프로세스와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 

환경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가정용 식수 체계 및 폐수 체계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하여 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 워터키퍼(Buffalo Niagara Waterkeeper) Jill Jedlicka 의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대호의 주이며 세계 최대 담수 체계의 건강과 

보호는 우리 커뮤니티와 경제를 위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수자원 및 



환경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약속은 기후 영향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보장하고 특히 

서부 뉴욕에서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의 수자원 및 환경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약속은 기후 회복력을 

가지고 특히 서부 뉴욕에서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임을 보여 줍니다. 주지사의 담대한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연 보호 협회(The Nature Conservancy)의 뉴욕 정책 및 전략 이사인 Jessica Ottney 

Maha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보호 협회는 오늘 Hochul 주지사가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절실한 자금 6 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금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깨끗한 식수를 보호하며 오염이 호수, 

강, 하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좋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022 년 

환경 채권법을 10 억 달러에서 사상 최대 40 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주지사의 제안은 더 

많은 커뮤니티가 더 잦아진 폭풍과 더 위험해진 날씨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연 보호 협회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년 11 월 환경 채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Hochul 주지사, 주정부 

기관, 입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자연 보호 협회의 뉴욕 정책 및 전략 이사인 

Jessica Ottney Mahar 는 말했습니다.  

  

보존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뉴욕주 연맹(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회장인 Julie Tigh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주간 NYC 에 맞춰 Kathy Hochul 

주지사가 환경을 우선시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추가 투자를 발표해 

주셔서 기쁩니다. 물 인프라에 6 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오늘 발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기후 영향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으로 이름을 재명명하기 위해 추가로 10 억 달러를 제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을 깨끗이 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선출한 

당국자들로부터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듀본 뉴욕(Audubon New York)의 정책 관리자 Erin McGrath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들은 우리가 기후적 응급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커뮤니티, 우리 땅, 

우리 물에 큰 충격파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투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습지 및 갯별 복원 및 개선과 같은 중요한 자연적 솔루션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 인프라 및 기후 복원력에 대한 기금 증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새와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늘리는 데 헌신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 환경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의 전무이사 Adrienne 

Esposit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수자원 시설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자금 

지원이 Hochul 주지사 행정부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금은 깨끗하고 저렴한 



식수를 제공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위험한 하수 범람을 방지하고, 식수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을 추진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깨끗한 물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됩니다.”  

  

수질 개선 프로젝트(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WQIP) 프로그램은 보고된 수질 

저하를 직접 해결하거나 식수원을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DEC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일환으로 WQIP 프로젝트는 수질을 개선하고 유해 조류 확산(HAB) 가능성을 줄이며 주 

전역에서 공공 식수를 보호합니다. 이니셔티브에는 수원지 보호, 도시 폐수 처리 향상, 

비농업 비점 오염원 감소 및 통제, 염수 저장, 수생 서식지 복원을 위한 토지 확보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는 WIIA 및 IMG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보건부(Departments of Health)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수 및 식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 처리 프로젝트와, 공중 보건 우선 순위, 늘어난 오염 

물질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에 맞는 솔루션에 대해 협력하도록 권고하는 식수 

프로젝트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5 년 WIIA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주정부는 EFC 를 통해 10 억 달러 이상의 

깨끗한 식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여기에는 2019 년 3 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 정부 단위는 다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IIA 보조금은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25%, 최대 

2,5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WIIA 보조금은 기준에 해당하는 식수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60%, 최대 

3 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IMG 보조금은 서비스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 

또는 식수 프로젝트의 최대 40%, 최대 3 천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 EC 보조금은 주에서 결정한 최대 오염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 

충족 프로젝트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수원을 보호하는 WQIP 보조금.  

• 커뮤니티는 EFC 및 DEC 웹사이트에서 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 처리 시설 자산 관리 프로그램  

지방 자치 단체는 폐수 인프라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며 업그레이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산 관리 프로그램에서 비용 부담 없이 1 천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3b28792-6c29bed3-33b07ea7-000babda0106-6a09bd306ac1867c&q=1&e=37b96322-9894-45cc-82c1-1720d9f2db57&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dec.ny.gov%2Fpubs%2F4774.html__%3B%21%21MQuuhw%21jxFSBgoCJws8YC0780q88cBjiuIL1jGlLY8Drd6Mdzbu8SOrIFhFiGwgDr0mBeQt8jzujy4%24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bbfb8b4-b42481f5-ebbd4181-000babda0106-31b81294904bc651&q=1&e=37b96322-9894-45cc-82c1-1720d9f2db57&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3A%2Fwww.efc.ny.gov%2F__%3B%21%21MQuuhw%21jxFSBgoCJws8YC0780q88cBjiuIL1jGlLY8Drd6Mdzbu8SOrIFhFiGwgDr0mBeQtDxCgNGc%24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318ad74-bc839435-e31a5441-000babda0106-a0cf7a25147953ef&q=1&e=37b96322-9894-45cc-82c1-1720d9f2db57&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3A%2Fwww.dec.ny.gov%2F__%3B%21%21MQuuhw%21jxFSBgoCJws8YC0780q88cBjiuIL1jGlLY8Drd6Mdzbu8SOrIFhFiGwgDr0mBeQt9KVF7vY%24


본 주 전역 프로그램은 선제적 접근법을 통해, 폐수 처리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적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하수 및 폐수 시스템을 매핑하려는 지방 정부에 소프트웨어 및 

기술 교육을 하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또한 

지방 자치 단체가 폐수 자산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현재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수리를 촉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고비용 응급 수리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면 오염의 위협을 줄여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사(EFC)는 폐수 시설에 대한 규제 

감독을 하는 DEC 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입니다.  

  

자산 관리 프로그램은 DEC 및 EFC 가 관리하고 2021 년에 완료된 성공적인 3 백만 달러 

파일럿을 기초로 수립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10 개 지방 정부가 폐수 자산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폐수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유형 솔루션을 결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서 최대 

50 여 개 커뮤니티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FC 및 DEC 가 컨설턴트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자격 요건 요청(Request for Qualifications, RFQ)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이트별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커뮤니티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2022 년 초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천만 달러의 녹색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EFC 가 검토 중인 제출된 신청서 중에서 수여할 추가 5 백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녹색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 

GIGP)은 고유한 빗물 인프라 설계를 활용하고 최첨단 녹색 기술을 발명하는 뉴욕주 

전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녹색 빗물 인프라, 에너지 효율성 및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포함하여 다음의 친환경 방식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매년 수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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