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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주도 지역 및 모호크 밸리 물 인프라 개선작업을 위한 5,64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물 품질 투자에 있어서 2억 8,340만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납세자들의 세금 1억 5,800만 달러를 절감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도 지역(Capital Region)과 모호크 밸리에서 진행되는 30개의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물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5,64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물 보조금 2차 라운드를 개시하는 일련의 발표들 중 첫 

발표입니다. 이 보조금들은 우리 주의 고도로 성공적인 물 인프라 개선법을 통해서 자금이 

제공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뉴욕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극히 중요합니다. 이번 자금지원은 주도 지역과 모호크 

밸리의 지역사회들이 물 품질을 개선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지방세 납세자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2016-17 뉴욕주 예산에는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은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이 폐수 프로젝트들을 위한 적격성을 

넓히고, 2차 라운드 동안 총 1억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로, 

식수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조금 최고액은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 

금액과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60%에 해당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보조금 최고액이 됩니다.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John J. Flana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들이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에 해를 끼치는 노후화된 물 인프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우리의 물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 주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하거나 고장난 장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장함에 있어서 주 상원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계속해서 

우리 상원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주 하원의장 Carl E. Heast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공중 보건은 물론이고, 

환경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 주민들이 가능한 최고 품질의 물을 공급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보여줍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우리 주의 물 인프라 개선 비용이 

납세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취한 조치들을 강화시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들에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하수관 시스템 및 장비의 계획수립, 

디자인, 그리고 건설이나 개선 사업과 아울러, 식수 시스템, 정수장 및 상수도 본관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교체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여액은 가장 큰 물 품질 개선 또는 공중 보건 위험의 감소를 초래하고, 다른 

고려사항들 중에서도 특히 건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순위를 주는 평점 시스템에 

기초했습니다. 

 

EFC는 보조금 이외에,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더욱 줄이도록 지역사회에 무이자 및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들은 이러한 지역사회들을 위해서 더욱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제공하면서, 거의 2억 1,800만 달러의 무이자 및 저리 

대여금을 통해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주도 지역 및 모호크 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물 

보조금 

신청자 이름 카운티 프로젝트 추정 

비용 

SRF 론 추정 

금액 

보조금 추정 

지원액 

Clean Water Albany 
Municipal 
Water Finance 
Authority 

Albany $3,350,000  $2,512,500  $ 837,500  

Clean Water Amsterdam, 
City of 

Montgomery $5,000,000  $3,750,000  $1,250,000  

Clean Water Ballston, Town 
of 

Saratoga $10,238,252  $7,678,689  $2,559,563  

Drinking 
Water 

Cairo, Town of Greene $3,500,000  $1,400,000  $2,100,000  

Clean Water Catskill, Town 
of 

Greene $12,600,000  $9,450,000  $3,150,000  

Drinking 
Water 

Central Bridge 
WD 

Schoharie $5,000,000  $2,000,000  $1,000,000  

Drinking 
Water 

Chatham, 
Village of 

Columbia $808,217  $323,287  $ 484,930  

Drinking 
Water 

Cobleskill, 
Village of 

Schoharie $4,833,000  $1,933,200  $2,899,800  

Drinking 
Water 

Cohoes, City 
of 

Albany $2,421,168  $968,467  $1,452,701  

Clean Water Corinth, Village 
of 

Saratoga $20,467,028  $15,467,028  $5,000,000  



Clean Water Coxsackie, 
Village 

Greene $10,272,000  $7,704,000  $2,568,000  

Clean Water Duanesburg, 
Town of 

Schenectady $3,000,000  $2,250,000  $ 750,000  

Drinking 
Water 

Gloversville, 
City of 

Fulton $5,000,000  ------- $3,000,000  

Clean Water Greenville, 
Town of 

Greene $6,285,081  $4,713,811  $1,571,270  

Drinking 
Water 

Herkimer, 
Town of 

Herkimer $1,700,000  $680,000  $1,020,000  

Drinking 
Water 

North 
Greenbush, 
Town of 

Rensselaer $3,620,000  ------- $2,172,000  

Clean Water Oneida County Oneida $114,886,100  $109,886,100  $5,000,000  

Drinking 
Water 

Oneonta, City 
of 

Otsego $2,000,000  $ 800,000  $1,200,000  

Drinking 
Water 

Oneonta, 
Town of 

Otsego $6,000,000  $3,000,000  $1,000,000  

Clean Water Rensselaer 
County Sewer 
District #2 

Rensselaer $8,399,547  $6,299,660  $2,099,887  

Clean Water Rome, City of Oneida $5,891,200  $4,418,400  $1,472,800  

Clean Water Schenectady, 
City of 

Schenectady $23,785,810  $18,785,810  $5,000,000  

Clean Water Sharon 
Springs, 
Village of 

Schoharie $1,639,600  $1,229,700  $ 409,900  

Drinking 
Water 

Stark, Town of Herkimer $600,000  $240,000  $ 360,000  

Drinking 
Water 

Troy, City of Rensselaer $3,233,000  $1,293,200  $1,939,800  

Clean Water Utica, City of Oneida $4,670,000  $3,502,500  $1,167,500  

Clean Water Vernon, Village 
of 

Oneida $6,000,000  $4,500,000  $1,500,000  

Drinking 
Water 

Watervliet, City 
of 

Albany $3,770,640  ------- $2,262,384  

Drinking 
Water 

Worcester, 
Town of 

Otsego $245,000  ------- $ 147,000  

Clean Water Yorkville, 
Village of 

Oneida $4,200,000  $3,150,000  $1,050,000  

TOTAL $283,415,643  $217,936,352  $56,425,035  



뉴욕주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사장 겸 CEO Sabrina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우리 주는 중요한 환경 프로젝트들에 대해 

전례없는 재정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물 인프라에 대한 이 중대한 투자는 우리의 

귀중한 물 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주의 깨끗한 

물 인프라에 대해서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극히 중요합니다. 

환경보존부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수적인 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EFC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물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념은 우리 주가 다가올 

수년 동안 우리의 방대한 물 공급 시설을 보호함에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남아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물 인프라 개선법은 지역사회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물 품질 개선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돕습니다.” 

 

2011년 이래, 뉴욕주는 폐수 및 상수 보조금, 저리 및 무이자 대여금과 아울러 대여금 

리파이낸싱에 있어서 대략 90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뉴욕주는 국내에서 수질 인프라에 

연간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efc.ny.gov/CWSRF (폐수 프로젝트의 

경우) 및 www.efc.ny.gov/DWSRF (식수 프로젝트의 경우)에서 제공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efc.ny.gov/CWSRF
http://www.efc.ny.gov/DWSRF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