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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인프라 개선에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질 기금 자금 지원 발표  
  

주 전역의 친환경 폭풍우 인프라, 수자원 효율성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지원에 
1,700만 달러  

  
지방자치단체가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또록 200만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질을 보호 및 개선을 목표호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통합 자금 지원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1,9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 프로그램(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 GIGP) 및 엔지니어링 플래닝 보조금 프로그램(Engineering Planning Grant 
Program, EPG)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은 친환경 폭풍우 인프라와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개선 
노력을 통해 수질 개선 및 기후 변화의 영향력 완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래닝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은 지방 자치 단체가 수질 
프로젝트의 초기 운영 계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한 수자원과 강력한 인프라는 지역사회 
번영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뉴욕은 지방 정부가 미래의 수자원 시스템 강화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지방 파트너는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계획을 완료하고 전반적인 수자원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 시설 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및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수질 보호 또는 개선, 
재정 지원 수요, 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신속 추진 대비 수준 등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접수받은 신청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 프로그램(GIGP) 및 엔지니어링 플래닝 보조금 프로그램(EPG) 자금 지원 
신청서는 2021년 2월 12일 오후 4시까지 통합 자금 조달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FC는 2021년 1월 13일 오전 11시에 GIGP 및 EPG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웨비나는 녹화되며, 해당 영상은 EFC 
웹사이트 www.efc.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GIGP 및 EPG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EFC 웹사이트 www.efc.ny.gov에서 웨비나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지역사회의 청정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GIGP 및 
EPG 보조금 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 기금은 Cuomo 
주지사가 청정 수자원 이니셔티브에 제공한35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설 공사의 Maureen Coleman 대표 및 최고경영자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청정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FC는 뉴욕 전역의 혁신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수질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종종 
소외된 지역사회가 불균형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의 커미셔너 겸 환경 시설 공사 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은 주 전역의 수자원 보호 및 복구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DEC 및 주정부 기관 파트너는 주자원이 위협을 
받기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때문에 노후된 인프라와 새로운 오염 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공중 보건 및 삶의 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천연 
자원을 보호합니다. 저는 우리 주의 깨끗한 물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이루어 낸 Cuomo 
주지사에게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 
정부가 수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폭풍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수자원과 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주지사의 노력은 주 전역의 기타 투자 프로젝트와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통해 뉴욕 전역의 수질을 보호하려는 35억 달러를 
포함했으며 후속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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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만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올해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식수에 대하여 새로운 오염 물질인 디옥산(1,4-dioxane)의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디옥산의 최대 오염 수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은 1 ppb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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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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