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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모호크 밸리 지역 주요 수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에 3,000만 달러 교부금 

지원 발표  

  

유례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으로 수자원 품질 투자에 있어 9,1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세금 6,200만 달러를 절약할 것  

  

이번 투자로 모호크 밸리에 신규 일자리 1,490개 창출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호크 밸리 전역의 주요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 21건을 지원하기 위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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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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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호크 밸리에서 약 3,00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프로젝트 총 비용 9,100만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약 6,2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또한 

지역 전역에서 1,49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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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크 밸리 지역사회는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2억 5,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총 5,200만 달러의 WIIA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모호크 밸리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WIIA 

보조금  
지원 대상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정수  암스테르담 시  몽고메리  $3,600,000  $900,000  

음용수  암스테르담 시  몽고메리  $5,500,000  $3,000,000  

정수  바네벨드 빌리지  오네이다  $4,112,500  $1,028,125  

정수  쿠퍼스타운 빌리지  옷세고  $3,522,357  $880,590  

정수  폰다 빌리지  몽고메리  $1,100,000  $275,000  

음용수  폰다 빌리지  몽고메리  $3,600,000  $2,160,000  

정수  프랭크포트 빌리지  허키머  $6,200,000  $1,550,000  

음용수  풀튼빌 빌리지  몽고메리  $900,000  $540,000  

음용수  길버츠빌 빌리지  옷세고  $3,000,000  $1,000,000  

음용수  허키머 빌리지  허키머  $750,000  $450,000  

음용수  

모호크 밸리 

수도청(Mohawk Valley 

Water Authority)  

오네이다  $3,687,000  $2,212,200  

정수  오네이다 캐슬 빌리지  오네이다  $4,516,000  $1,129,000  

정수  오네온타 시  옷세고  $8,487,032  $2,121,758  

정수  롬 시  오네이다  $3,750,000  $937,500  

정수  롬 시  오네이다  $14,000,000  $2,589,700  

음용수  롬 시  오네이다  $10,866,000  $3,000,000  

음용수  쇼하리 빌리지  쇼하리  $2,750,000  $1,650,000  

음용수  샤론 스프링스 빌리지  쇼하리  $4,223,500  $2,534,100  

정수  세인트 존스빌 빌리지  몽고메리  $1,600,000  $400,000  

정수  유티카 시  오네이다  $2,710,000  $677,500  

정수  워터빌 빌리지  오네이다  $2,505,000  $626,250  

  합계    $91,379,389  $29,6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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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크 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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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200만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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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주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상원은 이 중요한 문제에 상당한 자원을 집중하였으며, 뉴욕주는 다시 한 번 

국가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돕고,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Joseph A.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의회는 주 전역의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지하신 주지사님과 같이 협업하여 이러한 필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금으로 주지사님은 튼실한 

모호크 밸리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경제와 건강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자체가 수자원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수백만의 

납세자 세금을 지원하여 수백 가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hony Brindisi 유티카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음용수는 모호크 밸리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수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합니다. 저는 뉴욕주 수자원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으며, 모호크 밸리 주민들에게 

있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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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