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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지역 식수 및 폐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6,000 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발표 

 
지원금 및 저리 대출로 16 개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의 수질 개선 

 
Cuomo 주지사의 2017 깨끗한 물 인프라 법을 통한 20 억 달러 투자에 대한 제안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시설공사 이사회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Board of Directors)가 뉴욕주 전역의 중요 식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6,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식수 프로젝트 12개와 

폐수 프로젝트 5개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 지원에는 작년 여름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의 2차 지원금으로 교부된 

2,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의 타운, 빌리지 및 

도시에 중요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깨끗한 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더 번영하며, 더 건강한 뉴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자체는 늘어나는 물 인프라 수요를 단순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부 예산에 

20억 달러 규모의 2017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5 물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에 기반하여 집행되며, 이 프로그램의 첫 2단계만으로 뉴욕주 커뮤니티에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이사장이자 CEO 인 

Sabrina M.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FC는 주 전역의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물 인프라 수요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이 지자체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ssioner)이자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의장인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 환경 단체 및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수질 개선 인프라 및 주 전역 지역사회 환경의 건강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커뮤니티의 회복성을 개선하고, 홍수, 

해일 및 정전으로 인한 폐수 인프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를 최우선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이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폐수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보건부 커미셔너(Department of Health Commissioner) Dr. Howard Zuck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를 

통해 주 전역의 수도 시스템의 중요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공중 

보건에 필수적이며, 뉴욕주의 물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이 귀중한 자원과 이에 

의존하는 현재와 미래의 수백만의 뉴욕 주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EFC가 제공하는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과 이 보조금으로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승인한 대출의 약 77%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3월 9일 회의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구 

• 올버니 지자체 수자원 재정청 (Albany Municipal Water Finance Authority, 

올버니 카운티) - 비버 크릭 하수도 범람 감소 및 홍수 완화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건설 비용에 63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837,500달러, 그린 이노베이션 

보조금 450,000달러, 무이자 대출 400만 달러, 기타 100만 달러)  

• 카이로 타운 (그린 카운티) - 추가 수자원 개발, 기존 Park Well 처리 개선, 기존 

폐쇄형 물 저장 탱크 개선, 공급 시스템 업그레이드, 신규 수도 계량기 및 계량기 

판독 장치 설치에 35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210만 달러, 무이자 대출 

140만 달러)  

• 채텀 빌리지 (컬럼비아 카운티) - 빌리지의 기존 개방형 저수지를 400,000갤런을 

저장할 수 있는 새 폐쇄형 물 저장 탱크로 교체하고, 기존 저수지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808,217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484,930달러, 저리 대출 

323,287달러) 



센트럴 뉴욕 

• 동부 시러큐스 빌리지 (오논다가 카운티) - 동부 시러큐스 빌리지 침수/유입 방지 

및 위생 하수 범람 완화 프로젝트 2단계의 기획, 설계 및 건설 비용에 15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370,835달러, 무이자 대출 110만 달러) 

• 컨스텐시아 타운 (오스위고 카운티) - 신규 배수관 설치 및 기존 시스템 통합에 

48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280만 달러, 무이자 대출 190만 달러, 기타 

50,000달러) 

핑거 레이크스 

• 엘바 빌리지 (제네시 카운티) - 제네시 카운티 상수도 연결, 새 감압 밸브 설치, 

Chapel Street Well 해체 및 빌리지의 폐쇄형 물 저장 탱크 복구에 35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210만 달러, 기타 보조금 140만 달러)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약 21,000 피트 길이의 노후된 수도관을 새 수도관 및 부속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미드 허드슨 

• 콜드 스프링 빌리지 (퍼트넘 카운티) - 빌리지의 Fair & Market Street 지역에 

위치한 콜드 스프링 빌리지 하수 보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복구하기 위한 

기획, 설계 및 건설 비용에 875,000달러(무이자 대출 437,500달러, 저리 대출 

437,500달러) 

모호크 밸리 

• 코블스킬 빌리지 (쇼하리 카운티) - 신규 저장 탱크 설치, 깨끗한 양수 용량 확대, 

수도관 교체, 가압장 및 처리장 제어 장치 업그레이드에 500만 달러(NYS 수자원 

보조금 290만 달러, 무이자 대출 433,400달러, 저리 대출 866,800달러, 기타 

800,000달러)  

• 글로버스빌 시 (풀턴 카운티) - 기존 물탱크 철거, 신규 물탱크 건설, 신규 수도관 

설치, 시스템 통신 업그레이드,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치에 NYS 

수자원 보조금 300만 달러 

노스 컨트리 

• 크라운 포인트 타운 (에섹스 카운티) - 신규 수원 설치, 수명을 다한 기존 배수관 

교체에 280만 달러 (NYS 수자원 보조금 170만 달러, 무이자 대출 110만 달러)  

• 터퍼 레이크 빌리지 (프랭클린 카운티) - 새 지하수원 설치, 수도 계량기 설치를 

포함한 기존 배수 시스템 개선에 620만 달러 (NYS 수자원 보조금 100만 달러, 

식수 보조금 200만 달러, 무이자 대출 320만 달러)  



• 아담스 빌리지 (제퍼슨 카운티) - 신규 수원 설치, 수명을 다 한 기존 배수관 교체, 

기존 저장 탱크 2개 복구에 400만 달러 (NYS 수자원 보조금 240만 달러, 저리 

대출 160만 달러)  

• 호운스필드 타운 (제퍼슨 카운티) - 탱크 혼합 시스템 설치에 NYS 수자원 보조금 

91,663달러 

서던 티어 

• 시드니 빌리지 (델라웨어 카운티) - 신규 수원 개발 및/또는 기존 수원에 처리 

시스템 설치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데 940만 달러 (NYS 수자원 보조금 

300만 달러, 무이자 대출 590만 달러, 기타 554,500달러) 추가로, 빈번히 고장을 

일으키는 저압력 수도관이 교체되고 나머지 모든 정액제 서비스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웨스턴 뉴욕 

• 미들포트 빌리지: (나이아가라 카운티) - 빌리지의 폐수 처리장 개선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비용에 290만 달러 (NYS 수자원 보조금 725,000달러, 무이자 

대출 220만 달러) 

뉴욕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수질 시설에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전국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뉴욕주의 청정 수자원 및 식수 주 정부 회전 자금(New York’s Clean 

Water and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s)을 통해, EFC는 매년 9억 7,600만 

달러를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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