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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용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7억 2,500만 달러 지원 발표  

  

납 음용수관 교체 및 폐수 처리 시설 개선 프로젝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이사회가 주 전역에 걸쳐 수질 보호 또는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3개 지방자치단체 및 고공 기관에 7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FC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기 자금 및 

이전 발표된 보조금을 지방 정부에 지급하여 주요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몇몇 장기 자금 전환을 승인하여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경감했습니다.  

  

발표된 프로젝트 자금 지원 중, 약 6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이 뉴욕시 수도 

금융청(New York City Municipal Water Finance Authority)에 지금되어 도시의 용수 오염 

관리 시설을 개선합니다. 약 600만 달러의 보조금 및 자금 지원은 셔멍 카운티 엘마이라 

시에 지급되어 납 음용수 수로를 교체하고 275만 달러를 쇼하리 카운티 코블스킬 

빌리지의 폐수 처리 시설을 개선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는 청정한 수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청정 수자원 인프라가 우리의 주요 정책인 이유입니다. 연방 

바이파티잔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자금 지원 증가와 행정 

예산(Executive Budget)의 역사적 투자를 통해 우리는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뉴욕의 

수자원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여 강한 경제를 건설할 

것입니다."  

  

Maureen A. Coleman 환경시설공사(EFC)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질 개선이라는 Hochul 주지사의 목표는 다시 한번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증명되었습니다. EFC는 주정부 리볼빙 기금(State 

Revolving Funds) 및 기타 수자원 보조금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지방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이자 EFC 이사회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후, 뉴욕의 수질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열 곳이 넘는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청정 

수자원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입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질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처리에서 적절한 폐수 처리까지 이번 자금 지원은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노후한 수로 및 셉틱 시스템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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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수 주 회전 기금(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DWSRF)을 통한 자금 

조달과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수상 인프라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FC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FC는 지방자치단체에 뉴욕에서 3월 1일부터 EFC가 시작한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청정 워터셰드 수요 조사(Clean 

Watersheds Needs Survey, CWNS)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향후 

청정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뉴욕 주에 연방 CWSRF 자금을 얼마나 

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EPA에 제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폐수 인프라 필요성에 대한 EFC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www.efc.ny.gov/needs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청정수 프로젝트 자금:  

  

• 뉴욕시 수도 금융청(Municipal Water Finance Authority) - 도시 수자원 오염 관리 

플랜트 개선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657,949,860의 단기 시장금리 지원.  

•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수도 금융청(Albany Municipal Water Finance 

Authority) - 비버 크릭 수어셰드 범람 방지 및 홍수 완화 프로젝트(Beaver Creek 

Sewershed Overflow Abatement and Flood Mitigation Project) 설계 및 건축을 

위한 장기 무이자 자금 4,407,496 달러와 WIIA 보조금 277,498 달러.  

• 앨러게니 카운티 카네이디아 타운 - 타운 폐수 처리 시설의 오염방지 시스템 기획, 

설계 건설을 위한 단기 무이자 자금 800,000 달러와 단기 시장금리 자금 

1,000,000 달러.  

• 쇼하리 카운티의 코블스킬 빌리지 - 폐수 처리 시설 및 수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무이자 자금 지원 2,025,000 달러와 WIIA 보조금 747,250 달러.  

• 그린 카운티의 뉴볼티모어 타운 - 폐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 

1,875,733 달러와 WIIA 보조금 111,712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오그덴스버그 시 - 폐수 처리 시설 및 펌프장 개선 설계 및 

건축을 위한 장기 무이자 금융 지원 20,000,000 달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data=04%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5dd8c0b4bd46406d2db808da044ed8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70339305710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BDKvXUVBbIch7fgmTOcy6LOCjnOx2z8Ifqxb0DQ%2BTT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efc.ny.gov%2Fneeds&data=04%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5dd8c0b4bd46406d2db808da044ed8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70339305710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U2%2FGaaA27UKrcYT8zr6bKglJvxFVUtVbYB2p1HO3vLQ%3D&reserved=0


  

승인된 음용수 프로젝트 자금:  

  

• 셔멍 카운티 엘마이라 시 - 주요 서비스관 및 측정기 교체, 30인치 저수지 용수관 

교체, 하몬 스트리트 셔멍 리버 크로싱(Harmon Street Chemung River Crossing) 

용수관 공사, 매디슨 애비뉴 셔멍 리버 크로싱(Madison Avenue Chemung River 

Crossing)과 워터 스트리트(Water Street) 배급/용수관 교체를 위한 단기 시장금리 

자금 2,870,789 달러, WIIA 보조금 3,000,000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의 지방자치단체 세 곳은 직선길이가 약 51,000 피트에 이르는 

주요 용수로, 새로운 컴프 스테이션을 시러큐스 시 커넥션과 해밀턴 로드에 

설이하고 조던 로드에 클로린 부스터 스테이션을 건설하며 기존의 사용량이 많은 

펌프 스테이션을 교체 및 이전하여 챔피언스 모바일 홈 파크(Champions Mobile 

Home Park) 공공 수자원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o 엘브리지 타운에 단지 무이자 자금 2,686,259 달러와 단기 시장금리 자금 

5,372,516 달러.  

o 엘브리지 빌리지에 단지 무이자 자금 1,748,602 달러와 단기 시장금리 자금 

3,497,204 달러.  

o 조르단 빌리지에 단지 무이자 자금 2,697,199 달러와 DWSRF 자금 

3,000,000 달러.  

• 제퍼슨 카운티 올리언즈 타운 - 뉴욕주 12번 주도 수자원 지구(NYS Route 12 

Water District)를 신설하고 알렉산드리아 타운 12번 주도 수자원 지구과 연결되는 

새로운 주요 배수로, 펌프 스테이션, 수자원 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단기 무이자 

자금 7,313,141 달러와 WIIA 보조금 420,351 달러.  

• 허키머 카운티 스타크 타운 - 새로운 웰 자원, 신규 용수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노후된 주요 용수로 교체 및 신규 측정기 설치를 위한 단기 무이자 자금 814,467 

달러와 WIIA 보조금 128,626 달러.  

• 그린 카운티 태너스빌 빌리지 - 기존 용수 처리 시설, 립 반 윙클 웰(Rip Van 

Winkle Well)의 알세닉 제거 처리 시설을 재개발하고 추가 지하수 개발, 노후 

용수관 및 측정기 교체, 기존 용수 저장탱크 재개발 등을 위한 단기 무이자 자금 

2,249,788 달러와 WIIA 보조금 534,835 달러.  

  

Hochul 주지사의 2023 회계연도 집행 예산은 다음을 포함한 청정수 이니셔티브에 5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제안하여 기존의 성과를 이어갑니다.  

  

• 5억 달러의 청정수 인프라 자금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주정부의 총 청정수 

투자액이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업 자원을 개선하고, 수원을 보호하고, 보존 

노력을 진척시키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 환경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 지원.  

• 청정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을 위한 40억 달러 지원. 이번 가을에 

유권자에 의해 승인될 경우, 이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는 중요한 환경 서식지 복구, 

홍수 위험 완화, 추가 토지 및 열린 공간 확보, 수자원 보호 및 개선, 오염 완화 및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 투자 등을 뉴욕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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