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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용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7,000만 달러 지원 발표  

  

프로젝트는 수도 지구, 센트럴,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노스 컨트리, 서던 

티어 및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실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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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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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장기 자금 전환을 승인하여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경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자금 지원 계획 중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은 모호크 

밸리에서 수질 오염 관리 시설 및 펌프 스테이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오네이다 

카운티의 3억 5,200만 달러 프로젝트에 지원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필수적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더욱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뉴욕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에서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Maureen A. Coleman 환경시설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더욱 많은 자금과 자원을 지역 정부에 제공하여 이들이 중요한 용수 및 하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승인 

프로젝트는 EFC 자금으로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작성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통합 

자금 신청을 통해 엔지니어링 계획 보조금 자금 지원 최신 라운드 자금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FC는 지역사회가 이번 신청 기회를 

활용해 수질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커미셔너 겸 환경시설 

공단 위원회(EFC Board) 의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수 인프라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은 주 전역에서 더욱 강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뉴욕 

지자체에 지속적인 용수 인프라 개선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역사회가 노후된 

용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교체와 현대화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뉴욕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한 투자는 폐수로부터 우리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고 공중 보건을 지키려는 뉴욕주의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뉴욕의 용수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환경시설공사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협력하여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obert J. Rodriguez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자원 인프라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기초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현명한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제공하며 어류 및 야생 서식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투자는 다양한 세대의 뉴욕 주민이 안전한 음용수와 청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합니다."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방 자금을 확보하여 뉴욕 

전역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오네이다 카운티의 

주요한 수질 오염 관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자금이 뉴욕주 가족의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직접 투자될 

것이며, 저는 우리의 물 시스템이 흐르도록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인프라도 수자원 

인프라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서 청정수 인프라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 뉴욕주는 노후된 수자원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한 용수 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들타운을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기타 지역사회가 용수 시스템 교체 및 주민을 위한 

청정수 확보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Hochul 주지사와 발표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수자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 지역구를 유해한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회에서 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저는 가든 시가 최신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빌리지 수자원 처리 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자금 36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음용수 보호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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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청정수 프로젝트 자금:  

• 오네이다 카운티 - 15,000,000 달러의 단기 무이자 대출 및 12,392,233 달러의 

단기 무이자 대출, 12,392,232 달러의 단기 시장 이율 대출을 지원받아 카운티의 

수자원 오염 관리 시설을 비롯해 소퀫 크릭 펌프 스테이션(Sauquoit Creek Pump 

Station), 반스 애비뉴 펌프 스테이션(Barnes Avenue Pump Station) 업그레이드.  

• 그린 카운티 캐츠킬 타운 - 10,191,205 달러의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아 폐수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을 계획, 설계, 건설하여 새롭게 조성된 리즈 앤 제퍼슨 하수 

지구(Leeds and Jefferson Heights Sewer District)을 보조하는 한편, 빌리지 소유 

폐수 처리 시설에 기계 스크리닝 시설 설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핸 315만 달러의 

WIIA 보조금이 과거 승인된 바 있습니다.  

• 이리 카운티 데퓨 빌리지 - 729,875 달러의 단기 무이자 대출, 1,729,875 달러의 

단기 시장이율 대출, 453,250 달러의 WIIA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생적인 하수 

개선으로 빌리지 수집 시스템의 인플로우와 필터 감소.  

• 톰킨스 카운티 드레이덴 타운 - 3,063,000 달러의 단기, 시장이율 대출 지원으로 

버나 헴릿의 수집 시스템 개선.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고버뉴 빌리지 - 950,000 달러의 단기 무이자 대출 및 

182,750 달러의 CWSRF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윈 스트리트 하수(Dorwin Street 

Sewer) 프로젝트 2단계 진행.  

• 설리반 카운티 록랜드 타운 - 264,990 달러의 단기 무이자 대출 및 41,260 달러의 

WIIA 보조금을 지원받아 로스코 폐수 처리 시설(Roscoe Wastewater Treatment 

Plant)에 클로린 소독 시스템 도입.  

• 오논다가 카운티 마셀러스 빌리지 - 4,347,276 달러의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아 빌리지의 폐수 처리 시설 업그레이드.  

• 오렌지 카운티 미들타운 시 - 2,258,863 달러의 장기 무이자 대출 및 359,284 

달러의 CWSRF 보조금을 지원받아 펌프 교체.  

  

승인된 음용수 프로젝트 자금:  

• 나소 카운티 가든 시티 빌리지 - 3,653,794 달러의 WIIA 보조금을 지원받아 첨단 

산화 처리(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 및 그래뉼라 활성화 

탄소(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장비를 설치해 용수 처리 시설의 오염물질 

처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92886eddb22436c1d8b08da5548903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60674321952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sqCqLL8P5JEUQxETJ%2F3AbaHu0fYVIlsuqhwNVXgY7k%3D&reserved=0


• 프랭클린 카운티 말로니 타운 - 900,000 달러의 단기 시장이율 대출을 지원받아 

비상 수도 교체 작업을 웨스트 사이드 수자원 지구(West Side Water District)에서 

Route 11을 따라 진행.  

• 서퍽 카운티 데링 하버 빌리지 - 451,504 달러의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아 

새로운 100,000 갤런 용량 저장 탱크 건설하고 정전 중 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용 전력 공급 시설 설치.  

  

친환경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플랜 보조금 신청  

EFC의 친환경 혁신 보조금(Green Innovation Grant, GIGP) 및 엔지니어링 기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 EPG)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종합 자금 지원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12차 라운드를 실시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2차 라운드의 일환으로, EFC는 GIGP에 1,500만 달러, EPG에 3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신처은 반드시 CFA 웹사이트 를 통해 7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녹색 빗물 인프라, 에너지효율성, 수자원 이용 효율성, 환경 혁신을 포함하여 녹색관행의 

시행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효과를 완화하는 프로젝트에 매년 친환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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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관련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개발하는 데 최대 $100,000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수질에 대한 약속  

뉴욕은 청정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4월 깨끗한 수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 인프라 

개선 및 지자체간 보조금(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Intermunicipal Grant)을 

통해 6억 3,800만달러를 주 전역에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도 하에 제정 예산은 획기적인 청정수, 청정 공기 및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을 위한 추가적인 12억 달러, 총 42억 달러를 승인합니다.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는 올해 말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통과될 경우 노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 

수질 보호, 공기 오염 완화, 기후 변화 관련 배출가스 감축, 서식지 복원, 악천후 및 폭풍 

홍수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야외 공간 및 지역 농장 보존, 소외된 지역사외에 

40% 목표로 최소 35% 투자로 공정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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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직업 환경 채권법 외에도, 주정부 예산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우리의 수원을 보호하고, 

보존 노력을 증진하고 뉴욕 시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기록적인 환경 보호 기금을 포함합니다. 이 예산에는 또한 청정수 인프라 

기금으로 5억 달러, 2017년 이후 주정부의 총 청정수 투자액이 45억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방 정부에 청정 워터셰드 수요 조사 참여 독려  

EFC는 지방자치단체에 뉴욕에서 3월 1일부터 EFC가 시작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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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sheds Needs Survey, CWNS)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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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EPA에 제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폐수 기반시설 요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하고 제출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보려면 https://efc.ny.gov/needs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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