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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의 청정수 시스템 및 지방 식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6,600만 달러 규 모의 지원 계획 발표  

  

주도 지구, 센트럴, 핑거 레이크스,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노스 
컨트리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필수 수질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6,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 시설 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승인한 보조금과 저비용 

자금 조달은 음용수 및 하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및 공공 기관 16곳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수는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수질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주 

전역의 공중 보건 및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역 정부가 

주요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뉴욕 주민이 향후에도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물이라는 필수재를 제공하여 성장 

및 경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중, 800만 달러 이상이 두 곳의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제공되어 음용수 오염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타 주요 보조금 수령자로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 웹스터 빌리지 폐수 처리 공장 개선에 1,000만 달러, 주도 지역 

부히스빌 지하수 처리 하수 시스템에 보조금 400,000 달러 등이 있습니다.  

  

Maureen A. Coleman EFC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EFC의 

투자는 뉴욕주 지역사회가 현대적인 상수 및 하수 시스템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EFC는 지난 주 발표된 뉴욕의 새시대(New 

Era for New York) 계획에 따라 수자원 투자를 우선순위로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은 지방 정부가 성장과 번영, 복원력을 갖추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EC 커미셔너이자 EFC 이사회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청정수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의 도시, 



타운, 빌리지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 주민이 반드시 청정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 전역에서 미래 세대가 음용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대행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는 노후된 음용수 공급 시스템 교체 및 하수 처리 플랜트 현대화를 

통해 주민과 환경 모두 장기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큰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청정 음용수를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계속 이러한 중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사회 승인에는 청정수 상태 회전 기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CWSRF) 

및 음료수 상태 회전 기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DWSRF)을 통한 자금 

조달과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프로그램의 

일부인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수 프로젝트  

• 온타리오 카운티 러쉬빌 빌리지 - 폐수 처리 플랜트 및 수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보조금 

69,338 달러,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 1,696,462 달러.  

• 더치스 카운티 티볼리 빌리지 -  폐수 수집 및 처리 플랜트 업그레이드를 위한 

919,150 달러의 WIIA 보조금, 6,042,750 달러의 단기 무이자 금융 6,042,750 

달러.   

• 오렌지 카운티 워윅 빌리지 -  와와완다 크릭(Wawayanda Creek) 폐수 처리 

플랜드 확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WIIA 보조금 3,062,500 달러, 단기 무이자 

융자 4,593,750 달러 및 단기 시장 금리 융자 4,593,750 달러.  

• 먼로 카운티 웹스터 빌리지 - 폐수 처리 플랜트 개선 계획, 설계 건설을 위한 

청정수 주정부 리볼빙 기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CWSRF) 

보조금 1,414,250 달러, 단기 무이자 금융 9,485,750 달러.  

• 록랜드 카운티 - 펌프 스테이션 업그레이드, 악취 관리 시스템 교체, 난방 및 

환기 시스템 개선 등 하수도 지역 제1 프로젝트(Sewer District No. 1) 지원을 

위한 WIIA 보조금 2,875,000 달러와 3,375,000 달러.  

• 스키넥터디 카운티 로테르담 타운 - 카만 로드 하수도 확장 제2 

프로젝트(Carman Road Sewer Extension No. 2) 건설을 위한 WIIA 보조금 

533,000 달러.  

• 올버니 카운티 부히스빌 빌리지 -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빌리지 중심 지역 

하수도 서비스 계획, 설계, 건설을 위한 WIIA 보조금 400,000 달러.  



• 리빙스턴 카운티 요크 타운 -  렛소프 지구(Retsof Sewer District) 하수 수집 

시스템 개선을 위한 WIIA 보조금 442,564 달러.  

  

음용수 프로젝트  

• 몽고메리 카운티 카나호하리 빌리지 - 아벨링 스트리트 펌프 시스템의 새로운 

보관 탱크 설치, 펌프 교체, 관리를 비롯해 주요 수도, 소화전, 밸브 개선 등 

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WIIA 보조금 1,650,000 달러와 단기 적정 이자율 금융 

1,100,000 달러.  

• 풀턴 카운티 메이필드 빌리지 - 기존 150,000 갤런 물 저장 탱크를 200,000 

갤런 용량의 물 저장 탱크로 교체하기 위해 WIIA 보조금 407,700 달러와 단기 

시장 가격 금융 1,417,300 달러.  

• 클린턴 카운티 플래츠버그 시 - 초기 생산 웰과 지하 인프라 건설 등 새로운 

음용수 웰 프로젝트 1차 진행을 위한 WIIA 보조금 3,000,000 달러와 단기 

무이자 금융 2,801,800 달러.  

• 올버니 카운티 워터플리엣 시 - 구조 개선 및 완전 자동화 운영을 위한 새로운 

단계 등 수자원 처리 플랜트 개선을 위한 3,000,000 달러의 WIIA 보조금 및 

4,024,650 달러의 단기 시장 이자 금융.   

• 루이스 카운티 다이애나 타운 - 350,000 갤런 규모의 물탱크 재건 및 기타 

새로운 주요 수도 설치 등 웰 개선을 위한 WIIA 보조금 283,200 달러.  

• 서퍽 카우티 그린론 수자원 지구 - 수자원 처리 시설에서 오염 물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을 위한 WIIA 보조금 3,171,600 달러.  

• 나소 카운티 비네올라 빌리지 - 수자원 처리 시설의 오염 물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을 위한 WIIA 보조금 4,980,000 달러.  

• 더치스 카운티 와핑저 타운 - 두 개의 물 공급 인터커넥션 설치를 위한 지자체간 

보조금(Intermunicipal Grant) 1,053,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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