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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300만 달러 규모의 수질 개선 보조금 발표  

  

친환경 보조금(Green Grants), 환경 정의 공동체의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s), 연방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한 
주 준비금으로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면서 뉴욕주 전체의 수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단(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친환경 이노베이션 보조금(Green 

Innovation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및 물 효율 대책을 이행하고 그린 스톰 워터 

인프라를 통합하는 17개 프로젝트에 2,080만 달러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s)으로 250만 달러가 추가되면 56개의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이니셔티브의 11차 라운드를 위해 발표된 7억 5,000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17개의 친환경 이노베이션 보조금(Green Innovation Grant) 프로그램 

프로젝트 중, 1,790만 달러 상당의 13개 프로젝트가 환경 정의 공동체(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인프라의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중요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장벽을 

허뭅니다. 뉴욕주는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 우선시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 주의 경제 성장과 공중 보건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EFC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aureen 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FC는 오늘 

발표된 친환경 보조금(Green Grants) 중 86%가 환경 정의 공동체(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EFC는 수질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수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s)은 지역사회가 연방 

물 인프라 자금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EFC가 관리하는 주 회전 기금(State Revolving Fund)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계획 보조금은 EFC 자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링 

보고서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PG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를 건설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DEC 커미셔너이자 EFC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수질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 준 

Hochul 주지사님과 EFC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정의가 녹색 인프라와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개선 사항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친환경 이노베이션 보조금 프로그램(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 GIGP)은 

EPA가 지정한 고유한 그린 스톰워터 인프라 설계를 활용하고 최첨단 그린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주 전역에 걸쳐 지원합니다. 녹색 빗물 인프라, 에너지효율성,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포함하여 녹색관행의 시행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효과를 완화하는 프로젝트에 매년 경쟁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s, EPG)는 유자격 지역사회가 

중요한 계획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해당 지역사회가 물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및 

잠재적 해결책을 식별하는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개발하는 데 최대 $100,000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2012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주 전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50건의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GIGP 프로젝트:  

 

• 올버니 워터 보드 - 생물 보호와 건설된 습지를 설치하기 위해 125만 달러 수여.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 관행은 폭풍우를 처리하고 허드슨 강의 수질을 보호할 

것입니다.  

• Mulford Corporation - 용커스 시의 6개 시 주택청 프로젝트에서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생물학적 저류, 빗물 가로수 및 배수관 분리 장치를 설치하는 데 

9십만 달러 제공.  

• South End Development LLC - 생물 저류, 녹색 지붕, 빗물 수확 및 재사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234만 5,000달러 제공.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 관행은 

올버니 시의 폭풍우 유출을 줄이고 허드슨 강의 수질을 보호할 것입니다.  

• 새러토가 카운티 하수 1 지구 - 신규 발굴자들이 만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폐수처리장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200만 달러 제공.  

• 롱 비치 시 - 첨단 계량 인프라 기술로 기존 수도 계량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물 손실을 줄일 것입니다.  



• 폼프렛 타운 - 고급 계량 인프라를 갖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13만 

5천 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보다 빈번하고 정확한 판독값을 수집함으로써 물 

보존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풀튼 시 - 이리 운하를 따라 폭풍우를 처리하기 위해 생물 보호, 다공성 포장, 

강가 완충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103만 달러 제공.  

• Barcalo Buffalo LLC - 생물 보호, 스톰워터 가로수, 녹색 지붕, 그리고 수확 및 

재사용 시스템을 그들의 새로운 혼합 사용 개발 프로젝트에 설치하도록 53만 

달러 제공. 녹색 인프라 관행은 버팔로 시의 수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 세네카 폭포 타운 - 기존 수도 계량기를 첨단 계량 인프라 기술로 교체하기 위한 

1,285,000 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이 타운의 물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 풀라스키 빌리지 - 첨단 검침 기술이 적용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8만 5,000 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측정되지 않은 빌리지의 물 

사용량을 기록할 것입니다.  

• 이리 카운티 - Seneca Bluffs Natural Habitat Park에 생물 보호, 스톰워터 

가로수, 다공성 포장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130만 5,000 달러 제공. 녹색 

인프라 관행은 버팔로의 수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 모호크 빌리지 - Minnow Brook의 범람원을 복구하기 위해 155만 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Fulmer Creek 유역의 복원력을 더욱 보호할 것입니다.  

• 바타비아 타운 - 기존 수도 계량기를 첨단 계량 인프라 기술로 교체할 수 있도록 

73만 달러 제공. 이와 같이 교체되면 해당 타운의 물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 시드니 빌리지 - 첨단 검침 기술을 갖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48만 

달러 제공. 이 새로운 계량기는 현재 측정되지 않은 빌리지 전체를 포함할 

것입니다.  

• 로체스터 시 - 기존의 계량기를 첨단 검침 기술로 교체할 수 있도록 33만 

5,000달러 제공. 이 계량기들은 정확성을 높이고 도시의 물 손실을 줄일 

것입니다.  

• 버팔로 하수관청(Buffalo Sewer Authority) - 버드 아일랜드 처리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천연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92만 5,000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버팔로 시에 에너지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시 그린 우드 묘지 - 생물 저류 및 수확 및 재사용 시스템 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177만 5,000달러 제공. 이 프로젝트는 주변의 결합된 하수 지역으로의 

빗물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뉴욕시 급수 시스템의 음용수 사용량을 줄일 

것입니다.  

  

EPG 프로젝트:  

 

• 나이아가라 폭포 워터 보드 - LaSalle 지역 내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와와얀다 타운 - 소독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공학 보고서 개발에 3만 달러 제공.  



• 뉴 하트포드 빌리지 - Saquoit Creek Pump Station의 위생 하수구 범람을 

제거하기 위한 유입 및 침투원을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톰슨 타운 - 에메랄드 그린 펌프 스테이션 6 지역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요크빌 빌리지 - Sauquoit Creek Pump Station의 위생 하수구 범람을 제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평가할 수 있도록 10만 달러 제공.  

• 풀라스키 빌리지 - 폭풍우 시스템 복구 대안을 평가하고 폭풍우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말론 빌리지 - 침출수 전처리 대안을 평가하고 마을의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슬리피 할로우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28,800달러 제공.  

• 스케넥터디 시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루이스톤 타운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미나 타운 - 핀들리 호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중앙 폐수 수집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수집 및 처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폴스버그 타운 - Laurel Avenue 지역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파리시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헤이스팅스 타운 - 이스트 리버 로드 펌프 스테이션 건설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콘월 타운 - 퍼스클리프 하이츠와 비버담 호수 하수 구역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올버니 카운티 정수 지구 - 노스 플랜트, 사우스 플랜트 및 요격기의 기존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와핑거 타운 - 미드포인트 공원 하수 구역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포트 바이런 빌리지 - 고형물의 제수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뉴버그 타운 - 웨스트 오렌지 호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중앙 폐수 

수집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수집 및 처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2만 

달러 제공.  



• 마운트 버논 시 - 도시별 폭풍수 하수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폭풍 하수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뉴 윈저 타운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호너예 폴스 빌리지 - 폐수처리장의 기존 상태와 유압 능력을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메카닉빌 시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이해 2만4천 달러 제공.  

• 리플리 타운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빙엄턴 시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퍼스트 워드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쇼닥 타운 - 소독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24,950 달러 제공.  

• 올버니 카운티 정수 지구 - 하수 슬러지 소각장의 기존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5만 달러 제공.  

• 알프레드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볼리바르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십만 달러 제공.  

• 스코츠빌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허키머 카운티 하수관구 - 소화조의 타당성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공장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브라운빌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멕시코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풀턴 시 - 업그레이드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르레이 타운 - 하수구 1번 구역 내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타이콘데로가 타운 - 인 제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차토콰 카운, 노스 초토콰 호수 하수관구 - 노스 초토콰 호수 하수관구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드레스덴 시 - 하수도 1구역 내 폐수 수집 시스템의 기존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바이런 타운 - 바이런 모바일 홈 커뮤니티 폐수 수집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개선책을 추천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온타리오 카운티 - Honeoye Lake Howard District에 있는 여러 펌프장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마케도니아 타운 - 폐수 수집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웨이랜드 타운 - 룬 호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중앙 폐수 수집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수집 및 처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카나조하리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오사블 타운 - 스톰워터 시스템 복구 및 친환경 인프라 대안을 평가하고 

스톰워터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사라낙 레이크 빌리지 - 마가렛 스트리트와 암퍼샌드 애비뉴 지역의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뉴버그 시 - 웨스트 트렁크 하수도의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 웨스트 필드 빌리지 -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폐수 처리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리옹스 타운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프리엔드십 타운 - 업그레이드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처리 및 수집 시스템의 

개선을 추천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코이만 타운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144번 도로를 따라 폐수 수집 

시스템을 확장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2만 4,000 달러 제공.  

• 살라망카 시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월튼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엘리콧빌 빌리지 - 유입과 침투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폐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쿠바 빌리지 - 유입 및 침투 원인을 파악하고 폐수 처리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평가하고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포틀랜드 폼프레트 던케르크 하수관구 - 유입원 확인 및 여러 펌프장 업그레이드 

평가, 대안 평가 및 폐수 수집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3만 달러 제공  

• 드퓨 빌리지 - 하수처리장 2호 내 유입원 및 침투원 파악, 대안 평가 및 폐수 

수집체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10만 달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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