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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수질개선수질개선수질개선수질개선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해위해위해위해 3,9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유출을유출을유출을유출을 줄이고줄이고줄이고줄이고, 회복능력을회복능력을회복능력을회복능력을 향상시키며향상시키며향상시키며향상시키며 자연자연자연자연 서식지를서식지를서식지를서식지를 복원하는복원하는복원하는복원하는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자금이자금이자금이자금이 

지원될지원될지원될지원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134개의 현지 및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95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뉴욕주 각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물 유출을 줄이며, 소공간 및 수생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풍부한 수자원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일은 모든 뉴욕주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초강력태풍 Sandy 발발 2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뉴욕주 전역에서 비극을 일으키고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수많은 자연재해가 떠오릅니다. 이 

자금은 폭풍에 따른 복구 능력을 증대시키고 효과적인 오염 조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향후 

중요한 천연자원을 보다 잘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각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입니다.” 

 

총 134개의 보조금이 뉴욕주 수질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및 NY Works가 자금은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의 전체 명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은 폭풍 해일 및 해수면 상승 시 천연 방어 기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의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환경보존부 장관인 Joe Martens가 

말했습니다. “수질 개선 프로그램의 이 최신 라운드는 우리의 환경을 보다 잘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입니다.”  

 

지역 교부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stern New York: 494만 달러 

• Finger Lakes: 38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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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New York: 726만 달러 

• North Country: 1,037만 달러 

• Capital Region: 210만 달러 

• Hudson Valley: 416만 달러 

• New York City: 50만 달러 

• Long Island: 634만 달러 

 

오늘 지원된 이 교부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 비농장 출처의 오염 유거수를 통제하는 프로젝트에 약 2,300만 달러 지원. 비점 오염원은 

강우나 눈 녹은 물이 지면 위 및 아래로 움직이면서 자연 및 사람이 만든 오염원을 모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재해 복원 능력을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주지사 활동의 

주요 목표인 폭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울 안정화 및 홍수 통제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인 이 지원 자금에는 습지 조성 및 홍수 범람원 제거와 같은 천연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4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 폐수 또는 처리된 오수 살균 장비 설치를 위해 도시 폐수 처리 시설에 NY Works II 지원 

자금 770만 달러 지원. 이 지원 자금은 해수욕장 또는 5대호(Great Lakes)와 같이 주변의 

주요 지역의 수질과 낚시, 수영 및 보팅에 사용된 물의 수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폐수에서 영양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Chesapeake Bay와 Chautauqua Lake 분수계에 자리한 폐수 처리 시설에 

220만 달러 지원.  

 

수질 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폐수 처리 시설, 도시 

개별 우수거 시스템, 비농장 출처의 오염된 유수 제거 및 통제 , 수생 서식지 복원. 지원 자금 

수령자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서 최고 85%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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