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지역 주요 수자원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에 2,200만 달러 

교부금 지원 발표  

  

유례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으로 수자원 품질 투자에 있어 5,9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세금 4,300만 달러를 절약할 것  

  

이번 투자로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신규 일자리 950개 창출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 지역 전역의 주요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 21건을 지원하기 위한 2,20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과 새로운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이 자금을 지원하는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주 전역 투자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례없는 투자로 뉴욕주는 지자체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위대한 뉴욕주의 곳곳에서 미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가 4월 발표한 25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2017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이 보조금은 중요한 수질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2억 5,500만 달러 규모 보조금의 

일부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수질 개선 인프라를 공유하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 IMG)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에서 약 2,20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프로젝트 총 비용 5,900만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약 4,3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또한 지역 전역에서 9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015년 이래, 교부금 지원 최신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investing-25-billion-clean-water-infrastructure-and-water


차수를 비롯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는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8,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총 3,300만 달러의 WIIA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교부금을 수령한 핑거 레이크스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WIIA 

보조금  
지원 대상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음용수  알렉산더 빌리지  제네시  $3,970,000  $2,382,000  

정수  아케이드 빌리지  와이오밍  $400,000  $100,000  

정수  바타비아 타운  제네시  $738,000  $184,500  

정수  제네시오 빌리지  리빙스턴  $1,794,700  $448,675  

음용수  제네바 타운  온타리오  $227,940  $136,764  

음용수  홀리 빌리지  올리언  $2,090,000  $1,254,000  

정수  레로이 빌리지  제네시  $9,000,000  $2,250,000  

정수  
리빙스턴 카운티 

WSA  
리빙스턴  $5,650,000  $1,412,500  

정수  메디나 빌리지  올리언  $1,128,000  $282,000  

음용수  
마운트 모리스 

빌리지  
리빙스턴  $800,000  $480,000  

음용수  네이플스 타운  온타리오  $897,000  $538,200  

음용수  뉴어크 빌리지  웨인  $6,600,000  $3,000,000  

정수  넌다 빌리지  리빙스턴  $2,290,672  $572,668  

정수  오크필드 빌리지  제네시  $3,820,000  $955,000  

음용수  펠프스 타운  온타리오  $2,329,525  $1,397,715  

정수  세네카 팔스 타운  세네카  $2,950,000  $737,500  

정수  스프링워터 타운  리빙스턴  $586,763  $146,691  

정수  바르샤바 빌리지  와이오밍  $5,446,000  $1,361,500  

음용수  워털루 타운  세네카  $372,307  $223,385  

음용수  워털루 빌리지  세네카  $6,100,000  $3,000,000  

음용수  와이오밍 빌리지  와이오밍  $2,220,000  $1,332,000  

  합계    $59,410,907  $22,195,098  

  

이들 프로젝트와 특정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대화식 지도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식수 시스템, 여과 시설, 수도관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 작업, 

폐수 처리장, 펌프장, 하수도 시스템 건설 또는 개선 작업을 비롯하여, 핑거 레이크스의 

식수 및 폐수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http://nysefc.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a235c2a5cec647b39b1a1cff91a097b8


보조금 외에도, EFC(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는 지역사회에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련된 세금을 더욱 보강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저리 대출로 3,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단의 사장 겸 CEO인 Sabrina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 인프라 요구를 해결하려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EFC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식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중요한 세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 투자는 주 전역 지자체에 수도 공급 시스템을 개선 및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주지사님의 혁신적인 계획은 보다 많은 뉴욕 주민이 새로이 

대두되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빠르고 

결정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 공중 보건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도시와 타운이 수도 

인프라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전례없는 용수 처리 및 공급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Catharine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2,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와 폐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 의회와 협력하여 핑거 레이크스 전역의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려 노력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간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지역사회를 지원할 인프라 

개선을 고대합니다.”  

  

Michael H. Ranzenhof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의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 이러한 중요 투자는 모든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전역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은 우리 아이들, 가족 및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Patrick M.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와 탄력적인 폐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을 통해, 이번 투자는 미래 세대가 깨끗한 

물과 인프라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자원 인프라 시설에 대한 

뉴욕주의 역사적 투자는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역 식수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저는 네이플스의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지지해 왔습니다. 

일자리, 환경 및 가족의 안전에 있어 진정한 윈-윈이라 하겠습니다.”  

  

Pamela Helmi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물은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꼭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화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및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기금을 뉴욕주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기금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기금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Cuomo 주지사님과 입법부 동료 의원들이 보여 주신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Bob Oa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이 계속되는 수질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핑거 레이크스의 인프라 시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투자는 미래 

세대가 깨끗한 식수와 튼튼한 폐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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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1년 이후 EFC는 지방 정부 지원 대출, 보조금, 재융자 등에 

11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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