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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에 보조금 4억 1,600만 달러 이상 발표  

  

투자를 통해 뉴욕 인근에 약 7억 달러를 절약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의 최근 부각된 오염물질을 다루는 37개 프로젝트에 1억 2천만 

달러 이상 수여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는 최근 부각된 오염물질 

보조금에 3백만 달러의 제한을 없애고, 이제 떠오르는 오염물질 자본 프로젝트 비용의 

60%를 기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이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및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기금 프로그램(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 

Program)을 통해 공공 보건 보호 또는 수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4억 1,60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여금에는 롱아일랜드의 최근 

부각된 오염물질을 해결하는 37개 프로젝트에 대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 포함됩니다. 

이 보조금은 약 16억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며,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뉴욕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인근 지역에서 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주 

곳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강한 뉴욕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 떠오르는 오염물질 해결을 위한 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더 이상 300만 달러로 제한하지 않고 총 자본 프로젝트 

비용의 60%를 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과불화옥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디옥산(1,4-dioxane) 같은 최근 부각된 

이물질을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혁신적인 기술로 퇴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의 2017년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과 회계연도 2020 제정 예산(Enacted Budget)에서 중대한 수자원 

인프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부각된 오염물질에 대한 자금 지원  

뉴욕주 환경시설 공단(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협조하여, 롱아일랜드 지역사회가 최근 부각된 

오염물질인 과불화옥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디옥산(1,4-dioxane)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각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60%에 달합니다.  

신청인 명단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프로젝트 

수  

그레이트넥 노스 

수도청(Water Authority, 

WA)  

나소  500만 달러  300만 달러  1  

오이스터 베이 상수 

지구(Water District, WD)  
나소  5,429,000달러  257,400달러  1  

포트 워싱턴 상수 

지구(WD)  
나소  30,128,000달러  15,076,800달러  3  

헴스테드 타운(이스트 

메도우 상수 지구(WD))  
나소  5,689,000달러  413,400달러  1  

가든 시티, 빌리지  나소  14,983,496달러  8,990,098달러  2  

플레인뷰 상수 지구(WD)  나소  6,117,000달러  3,670,200달러  1  

사우스 파밍데일 상수 

지구(WD)  
나소  640만 달러  84만 달러  1  

베스페이지 상수 

지구(WD)  
나소  6,425,000달러  3,855,000달러  1  

가든 시티 파크 상수 

지구(WD)  
나소  650만 달러  390만 달러  1  

웨스트 헴스테드 상수 

지구(WD)  
나소  6,540,250달러  924,150달러  1  

프랭클린 스퀘어 상수 

지구(WD)  
나소  6,871,000달러  1,122,600달러  1  

로슬린 상수 지구(WD)  나소  7,475,000달러  4,485,000달러  1  

웨스턴 나소 카운티의 

수도청(WA)  
나소  8,217,000달러  4,930,200달러  1  

미네올라 빌리지  나소  830만 달러  498만 달러  1  

제리코 상수 지구(WD)  나소  19,095,950달러  11,457,570달러  2  



 

 

맨하셋 레이크빌 상수 

지구(WD)  
나소  23,309,500달러  10,985,700달러  2  

칼 플레이스 상수 

지구(WD)  
나소  11,270,000달러  6,762,000달러  1  

힉스빌 상수 지구(WD)  나소  2,336만 달러  14,016,000달러  2  

웨스트버리 상수 

지구(WD)  
나소  12,315,000달러  7,389,000달러  1  

서퍽 카운티 수도청(WA)  서퍽  2,100만 달러  1,260만 달러  9  

헌팅턴 타운(딕스 힐스 

상수 지구(WD))  
서퍽  507만 달러  42,000달러  1  

그린론 상수 지구(WD)  서퍽  5,286,000달러  171,600달러  1  

사우스 헌팅턴 상수 

지구(WD)  
서퍽  6,192,500달러  715,500달러  1  

  

수질 인프라에 대한 지역 투자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번 기금 

라운드에서, 수여 기금 4억 1,600만 달러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필수적인 식수 및 폐수 

처리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총 프로젝트 비용 약 16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을 통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조성된 기금으로, 뉴욕 납세자들은 세금을 7억 달러 이상 절약합니다.  

지역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수여 금액  예상 절감액  

프로젝트 

수  

주도 지역  9,500만 달러  
24,599,664달러  

5,500만 

달러  13  

센트럴 뉴욕  

1억 3,700만 

달러  
29,376,622달러  

7천만 달러  15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1억 3,100만 

달러  
32,953,829달러  

6,400만 

달러  17  

롱아일랜드  7억 6천만 달러  
178,449,172달러  

2억 8,100만 

달러  51  

미드 허드슨  1억 9천만 달러  
58,883,321달러  

9,400만 

달러  37  

모호크 밸리  4,600만 달러  13,004,726달러  3천만 달러  8  

뉴욕시  5,100만 달러  1,250만 달러  3천만 달러  1  

노스 컨트리  7,800만 달러  
25,340,533달러  

5,200만 

달러  14  

서던 티어  2,800만 달러  
16,106,277달러  

2,700만 

달러  7  



 

 

웨스턴 뉴욕  7,500만 달러  
25,378,451달러  

4,700만 

달러  21  

뉴욕주 합계  

15억 9,100만 

달러  
416,592,595달러  

7억 5천만 

달러  184  

  

  

환경설비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대표 대행이자 최고경영자인 

Maureen 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유지 및 

업그레이드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오늘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최근 

부각되는 오염물질 프로젝트의 한도를 프로젝트 비용의 60%로 늘림으로써, 주지사는 

수자원 시스템 운영자와 주민들에게 뉴욕주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커미셔너 겸 환경시설 

공단 위원회(EFC Board) 의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방대한 

식수 인프라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개선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최근 부각되는 오염물질과 기타 21세기 난관으로부터 

귀중한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창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주 

정부의 제 동료들을 칭찬하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대담한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뉴욕주는 깨끗한 식수 문제를 전례 없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주 전역의 수도 

시스템이 처리 시스템과 중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근 떠오르는 오염물질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비용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당한 투자는 롱아일랜드의 

물속에 존재하는 디옥산(1,4 dioxane)과 같은 최근 떠오르는 오염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롱아일랜드의 수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부와 

주지사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물 사용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수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술 지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기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적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계속 지시합니다. 또한 보건부(DOH)는 주의 다른 부분에 있는 탄소 여과와 

고급 산화 처리(Advanced Oxidative Process, AOP) 시스템의 성공적 관리를 기반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상담, 감독 및 운영 프로토콜 수립, 

보조금 가능성 및 대출 금융 옵션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2016년 Cuomo 

주지사가 만든 뉴욕주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은 식수에 

최신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적인 프로토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식수 수질 위원회(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ealth.ny.gov/environmental/water/drinking/dwqc/.  

  

뉴욕의 식수 보호 프로그램(Drinking Water Protection Program)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https://www.health.ny.gov/environmental/water/drinking/.  

  

상수도 시스템을 위한 기금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ealth.ny.gov/environmental/water/drinking/financing.htm.  

  

보조금 수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교부금 수혜자 지도를 

참조하십시오.http://nysefc.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a235c

2a5cec647b39b1a1cff91a097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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