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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의 주요 용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보조금 2억 5,500만 달러 

투자 발표  

  

지자체에 2억 5,500만 달러 보조금 지원으로 음용수 공급 및 필수 자원 보호를 위한 

뉴욕의 정책 강화  

  

목표 카운티에 3,00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여 노후 정화조와 저수지 시스템 교체를 

독려하고 수질 오염 예방  

  

서퍽 카운티가 기준 미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00만 달러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주정부 영수 인프라 

개선(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Grants, WIIG), 지자체간 

보조금(Intermunicipal Grant, IMG), 주 하수도 시스템 교체(State Septic System 

Replacemen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요 용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2억 

5,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질 오염을 줄이며 필수적인 음용수 공급원을 오염 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공공 자금 

투입으로 지방 정부의 용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지며, 제조, 엔지니어링, 건설, 공장 

운영,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서퍽 카운티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서퍽 카운티는 뉴욕주의 하수도 교체 프로그램에서 2,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00개 

이상의 기준 또는 기준 미달 하수 처리 시스템과 저수지를 개선하여 수질을 보호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뉴욕주의 선도적인 투자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용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롱아일랜드 주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음용수 

수질을 보호합니다. 뉴욕은 게속 신뢰할 수 있는 청정한 용수를 주 전역의 주민에게 

공급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보조금 지원 발표는 롱아일랜드 용수 서비스 제공자가 노후한 용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합니다. 롱아일랜드는 전적으로 하나의 



정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하 수자원 보호를 지원하는 것은 나소와 서퍽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롱아일랜드 주민의 

깨끗한 용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지사의 조치입니다.  

  

오염물질 문제 해결 및 주요 하수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하는 용수 인프라 보조금  

오늘의 발표에서 음용수 공급 확보를 위한 뉴욕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2억 

5,5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부 용수 보조금 4억 

달러 이상이 오염물질 문제 해결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정부의 목표는 음용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불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오염 문제 해결 및 

PFAS 오염 최전선에 있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주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라운드 자금 지원은 음용수 오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하수 프로젝트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는 보건부(Departments of 

Health, DOH)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WIIA 및 IMG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주정부는 2015년부터 

EFC를 통해 17억 6,000만 달러 이상을 용수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이러한 

지원에는 4월 Hochul 주지사가 발표한 6억 3,8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EFC는 WIIA 및 IMG 보조금 834건을 488개 지역사회에 

지급했습니다.  

  

지방 정부 단위는 다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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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프로젝트 비용의 60%을 주에서 정한 최대 오염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 해결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지금되는 WIIA 보조금은 총 보조금 상한이 없습니다.  

• 기타 음용수 프로젝트에 대한 WIIA 보조금은 각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60 퍼센트, 

최대 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 IMG 보조금은 서비스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 또는 

식수 프로젝트의 최대 40%, 최대 3,000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 및 필수 증빙 서류는 반드시 EFC의 웹사이트를 통해 9월 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및 수질 보호 목적의 하수 시스템 교체 프로젝트 투자  

주정부 하수 시스템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3,000만 달러가 지원되어 가정 및 

중소기업이 노화 및 표준 이하의 정화조 시스템을 대상으로 대체하고 주 지역사회에서 

오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638-million-grants-water-infrastructure-improvements-across-new-york&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63818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8kDCl1QlxeA%2BO4vCV8oIz0WwkZpUbr0xodUcXOOqu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638-million-grants-water-infrastructure-improvements-across-new-york&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63818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8kDCl1QlxeA%2BO4vCV8oIz0WwkZpUbr0xodUcXOOqu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wiia-img-apply&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63818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MRM%2B5ObLo1xNXTCqisQfeqXLmLf9UDuKcl6%2FTT6mT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wiia-img-apply&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63818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MRM%2B5ObLo1xNXTCqisQfeqXLmLf9UDuKcl6%2FTT6mTU%3D&reserved=0


  

정화조 교체 프로그램은 정화조 시스템 배출물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수역 

주변의 오수 및 고장나거나 적절하지 못한 정화조 시스템의 교체를 주택 소유자에게 

장려하고 촉진함으로써 수질을 향상시킵니다. 환경보존부와 보건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유일한 식수 대수층의 위치, 고장난 정화조 시스템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잘 

알려진 지역 및/또는 정화조 시스템 개선 시 수질 완화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는 

뉴욕주 정화조 교체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공단은 

우선 순위 지역이 있는 카운티에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보존부 및 보건부는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우선 순위 지역을 

재평가합니다.  

  

뉴욕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를 지원하여 오수 및 정화조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정화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유자격 주택 소유주에게 

보상합니다. 유자격 주택 소유주는 최대 10,000달러까지, 보상 가능 비용의 50%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운티는 정화조 시스템 프로젝트 인센티브 상환률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참여율 및 오염 감소 목표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카운티 

및 카운티 내 우선 순위 지역의 목록은 환경시설 공단 웹사이트 https://efc.ny.gov/septic-

replace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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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여 지자체 유틸리티 수준에서 노후 시스템 현대화, 

오염물질 해결, 납 파이프 교체, 기후 변화 영향 완화를 위한 탄력성 정책 마련 등 복잡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WIIA와 IMG 보조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음용수 및 폐수 프로젝트 관련 수령자의 재정 부담을 

20억 달러 이상 경감했습니다. EFC는 지자체 파트너들이 직면한 청정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겸 환경시설공사 이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수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조금 지원은 

지역사회가 노후된 상하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한편, 음용수 수질을 

보호하고 오염 물질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음용수 수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지방 지역사회는 수원이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용수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ttps://efc.ny.gov/septic-replacement
https://efc.ny.gov/septic-replacement


Robert J. Rodriguez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음용수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따라서 이번 보조금과 같은 주정부 보조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음용수 시스템은 생활, 경제 개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용수 인프라를 

보호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질 보조금 신청 가능  

Hochul 주지사는 최근 주정부 통합 자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https://apps.cio.ny.gov/apps/cfa/.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중인 자금 지원 신청은 제 18 라운드 수질 개선 프로젝트(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WQIP)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최고 7,500만 달러가 수질 

보호, 수중 연결성 복원, 유해 녹조 제거, 노후 용수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사용됩니다. 주정부 환경보호기금의 지원을 받는 WQIP 프로젝트에는 도시 폐수 처리 

개선(Wastewater Treatment Improvement), 비농업적 비점 방지 및 통제(Non-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원천수 보호를 위한 토지 획득 

사업(Land Acquisition for Source Water Protection), 소금 저장 시설(Salt Storage), 수중 

연결 복원(Aquatic Connectivity Restoration), 해양 지구 복원(Marine District Habitat 

Restoration) 프로젝트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와 토양 수질 보존 지구(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가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역시 

지정 프로젝트에 신청하여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500,000 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12월 라운드 선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780만 달러의 자금이 질소 유입 감소를 통한 팻초그 베이(Patchogue Bay) 수질 

개선에 지급되었습니다.  

  

신청가능한 CFA 보조금에는  친환경 혁신 보조금(Green Innovation Grant, 

GIGP) 및 엔지니어링 기획 보조금(Engineering Planning Grant, EPG)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최소 1,500만 달러의 자금이 GIGP를 통해 지급되어 친환경 우수 인프라 및 

지자체 용수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인프라 운영을 통해 우수 

유입을 줄여 오염을 막습니다. 최대 300만 달러가 이번 EPG 라운드를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최대 100,000 달러의 보조금이 지자체에 지원되어 초기 계획 

엔지니어링 리포트 작성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금 마련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하수, 폐수, 수질 관련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수질에 대한 약속  

뉴욕은 청정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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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cio.ny.gov%2Fapps%2Fcfa%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794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zxkO0KNSRU%2BVx%2BKgLqAinaAcrIq6VVSfWPclbv7uU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72-million-water-quality-improvement-projects-across-stat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794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Wn8ebcJZ8aFneCav1fmKdYxqWD1dE%2B7tAm%2BS6X1Lk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gigp&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794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zMadXOqJceE0FblseGIiBJ%2F0i5pg2uNWe3byILoDr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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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야외 공간 및 지역 농장 보존, 소외된 지역사외에 

40% 목표로 최소 35% 투자로 공정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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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 리볼빙 

펀드(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CWSRF) 자금을 얼마나 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EPA에 제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폐수 기반시설 요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하고 제출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방문해 주십시오.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서퍽의 하수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주지사와 함께 뉴욕의 환경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인 우리 지역에 

있어서 수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수자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필수 용수 인프라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카운티 수준의 노력과 함께 진행되는 주정부 노력을 통해 향후 세대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rienne Esposito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 누구라도 청정 용수 

지원에 찬성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는 깨끗한 용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및 업그레이드는 롱아일랜드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슬랜드의 수질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투쟁이 전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승리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주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이번 주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오염 해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롱아일랜드의 용수를 청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fc.ny.gov%2Fneeds&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afd7f4e4f884f7e59ae08da6029bc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8029625794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73wfiZvd2fK6JUjZT5FUdfN60FP0iw2lUsxgfuU28f4%3D&reserved=0


Kevin McDonald 더 네이처 컨저번시(The Nature Conservancy) 소속 롱아일랜드 

정책 자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네이처 컨저번시는 롱아일랜드의 해변과 만을 

보호하고 청정 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지방 상하수도 인프라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전통적 방식의 하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질소 오염은 우리의 건강과 경제, 삶의 방식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청정 수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투자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지사와 의회가 주정부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하수 

시스템을 청정 용수 기술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합니다."  

  

Jeffrey W. Szabo 서퍽 카운티 수도청(Suffolk County Water Authority, SCWA)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CWA 고객을 대신하여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수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결정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수도청은 적극적으로 수천만 달러를 활용하여 종합 검사 실시, 혁신 처리 

기술 개발 등을 시행하고 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주정부 자금 지원은 우리 고객 부담의 비용을 경감하는 한편, 서퍽 카운티 주민이 계속 

양질의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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