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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의 수자원 인프라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환경 정의 규정 제안

오염과 환경 문제로 인해 불균형하게 부담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사용 목적 계획 제안은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 환경 정의 수당을
동반한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는 무이자 대출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영역을 우선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 도구에
대한 제안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악의 환경적 영향을 겪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유색인 지역사회가 직면한 역사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기존의 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청정수 및 식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의 수자원 인프라 문제를 예방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 저소득층 및 빈곤한 지역사회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하여 환경 정의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두어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게 마시며 레크리에이션을 청정하게
즐길 수 있는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은 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협력하여 청정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CWSRF) 및 식수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DWSRF)을 관리하여 주 전역의 주요 수자원 및 식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무이자
및 저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환경 및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폐수 처리 공장, 물 저장 탱크, 배수 시스템 및 수처리 시스템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역사적으로 오염 및 기타 환경 문제로 인해 부담을 겪은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하도록 청정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 및
식수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있으며, 환경 정의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는 더 많은 지역에서 무이자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매년 환경시설 공단은 뉴욕의 회전 대출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연방 회계 연도 사용 목적 계획(Intended Use Plans, IUP) 초안을
발행합니다. 사용 목적 계획에는 사용 가능한 재정 지원 유형, 각 주정부 회전 기금(State
Revolving Fund, SRF) 자금의 출처 및 용도가 포함되며, 연방 회계 연도(federal fiscal
year, FFY) 2021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2021 초안 사용 목적 계획에는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서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는
주정부 회전 기금 고난 정책(Hardship Policies)에 따라 무이자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회계 연도 2021부터는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회전 기금 재정 지원을 원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엔지니어링
보고서의 일부로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시설 공단은 또한 더 많은 지역사회가 물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무이자 자금
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의견을 위해 개정된 주정부 회전 기금 고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이를 보호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가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 평가를 포함하는 제삼자 독립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검토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비용 또는 범위의 최소 50%가 확인된 환경 정의 영역에 봉사하고, 이를
보호하고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무이자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지역사회가 자금
측면에서 약 27%를 절약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환경시설 공단 위원회 위원장 및 환경보존부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며 공기의 질을
개선하거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은 우리 주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는 몇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미래의 잠재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걸쳐 환경 정의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공단 회장 대행, 최고경영자 및 법률 고문인 Maureen 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정부 회전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5억 달러 이상을
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의 회전 기금이 주에서 가장 불우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정부의 주요 공중보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최근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e sulfonates, PFOS) 및 디옥산(1,4-dioxane)에 대한
엄격하고 전례 없는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주로 매우 빈곤한 지역에 잔존한 수십 년
된 산업 오염입니다. 환경 정의 지역사회의 식수 및 폐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금을 우선하며 뉴욕의 적극적인 공공 및 환경보건 어젠다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등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환경시설 공단 및 보건부는 초안 2021 청정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 및 식수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의 사용 목적 계획을 검토하는 웨비나를 주최하고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참가자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공단 및 보건부는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사용 목적 계획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듣기 위한 가상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초안 사용 목적 계획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 회의, 청문회 및 공개 의견 제출 세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c.ny.gov/
청정수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은 최근 전국 최초로 식수에 대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인
디옥산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디옥산의 최대 오염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을 1 십억분율(part per billion)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여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식수에 대한 새로운 오염물질 과불화옥탄산 및
과불화옥탄술폰산 최대 오염 수준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기준치는 과불화옥탄산 및
과불화옥탄술폰산 10 일조분율(parts per trillion)로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금
조달은 주 전역의 기타 투자 프로젝트와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통해 뉴욕 전역의 수질을 보호하려는 35억 달러를 포함했으며 후속 예산에서
10억 달러,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을 통해 수여된 3억
5천만 달러, 지방자치단체 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의 6천만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환경 정의에 대한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은 풍력, 태양열,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의 40% 이상이 빈곤하고 소득이 중간 이하인
지역사회에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의해 강조됩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취약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사가
지난달에 발표한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1,06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채택을 가속하고, 7억 1백만 달러 중 2억 6백만 달러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역사회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및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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