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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OMBINED SEWER 

OVERFLOWS, CSO)의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380,000 달러 이상의 

보조금 발표 

 

10군데 뉴욕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폐수 인프라 점검에 도움이 될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하수 오염에 관해 알 권리 (Sewage Pollution Right to 

Know) 법에 따라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ombined Sewer Overflows)에 대한 보고를 

지자체가 확대하도록 돕기 위해 총 386,837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10군데 지역사회에서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ombined 

Sewer Overflows)의 탐지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 지역사회들이 강, 호수, 기타 

지역사회 경계선 내의 수자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된 새로운 장비와 자원으로, 이 타운들, 도시들, 마을들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하여 뉴욕주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하수 오염에 관해 알 권리 

(Sewage Pollution Right to Know) 법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잠재적인 오염 수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수질이 악화된 수로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헤엄을 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장비를 설치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더 

잘 알리기 위한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이 모자라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뉴욕주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일부 보조금 수령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탐지 및 모니터링 장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지자체에 수여되었습니다: 



 락포트 시 (City of Lockport): 도시 전 지역에서 허용되어 가동중인 모든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에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탐지 기능을 설치하기 위한 

50,000 달러; 

  

 오번 시 (City of Auburn): 구형 장비를 교체해서 각각의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에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50,000 달러; 

 

 암스테르담 시 (City of Amsterdam): 각 하수처리장의 펌프장에 멀티 센서 

모니터링 장치, 이중파동 영역속도 유동센서, 경보 플로트 스위치, 틸트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한 45,540 달러; 

 

 캐츠킬 마을 (Village of Catskill): 마을의 모든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위치에 영역속도 유량계를 설치하기 위한 50,000 달러; 

 

 타이콘데로가 타운 (Town of Ticonderoga): 마을의 모든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초음파 유량계 및 기존의 초음파 유량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41,070 달러; 

 

 뉴버그 시 (City of Newburgh): 유량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에 

설치된 각 센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33,300 달러;  

 

 분빌 마을 (Village of Boonville): 기존 장비를 폐수 처리 시설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수 범람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11,127 

달러; 

 

 올버니 시 (City of Albany): Rensselaer Overflow (Big C 016)를 포함한 4곳의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위한 50,000 달러; 

 

 셔멍 카운티 (County of Chemung): 카운티의 6곳의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에서 범람 시작 및 정지 시간을 기록하는 전자식 동작 탐지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22,500 달러; 

 

 플래즈버그 시 (City of Plattsburgh): 이동 통신 서비스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장비, 특정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구성을 충족하는 유량 센서를 위해 복수 

옵션을 갖춘 유량 모니터링 장비, 오래 유지되는 배터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33,300 달러.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시스템을 폐기할 경우, 지자체가 대중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하수 오염에 

관해 알 권리 (Sewage Pollution Right to Know) 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배출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며 수자원 처리 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 배출 시 레크리에이션 용 수역이 영향을 받을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보존부 (DEC)는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가 속한 지역사회가 

NY-Alert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이러한 경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환경보전위원회 (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om O’Mar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경보존부 (DEC)가 협력해서 이 

통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최초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에 감사 드리며 찬사를 보냅니다. 제 선거구의 여러 지역사회는 폐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가능한 범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탐지 및 모니터링 장비가 부족합니다. 셔멍 카운티에 지급한 이 보조금은 

지자체가 알려할 일의 발생시 시의 적절하게 주민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Paul Gallay 하천 관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이 중요한 투자로 수영하시는 주민, 보트 타시는 주민, 낚시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물에서 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수 범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취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Adrienne Esposito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 (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뉴스입니다. 일반 대중이 

수로의 하수 유출을 인지하여 유해한 수질의 물에 노출될 수 있는 낚시, 수영, 카약, 기타 

여가 활동 등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잠재적인 건강 위협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려는 중요한 목표를 발전시켜서 정보를 습득한 대중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중요한 보조금을 제공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존부 (DEC)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 오염에 관해 알 권리 (Sewage Pollution Right to Know) 법, 규정, 통지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보존부 (DEC) 웹사이트 

www.dec.ny.gov/chemical/90315.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합류식 하수도 범람수 (CSO)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보존부 (DEC) 웹사이트 

www.dec.ny.gov/chemical/48595.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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