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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 폐수 시스템 개선에 4천만 달러 이상 보조금 발표 

 

보조금과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은 롱아일랜드, 노스 컨트리, 미드 허드슨 커뮤니티의 

납세자 예금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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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Board of Directors)에서 뉴욕주 전역의 중요 폐수 

시설 프로젝트에 보조금,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의 형식으로 4천만 달러 이상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역 폐수 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뉴욕주 전역 커뮤니티의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탄력 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자원 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를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하고 건강한 뉴욕의 미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식수량이 계속하여 자원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현실에 비추어 2018년의 행정 

예산(FY 2018 Executive Budget)에도 정화시설과 수자원 보호에 20억 달러 투자할 

예정인 2017년 청정수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of 2017)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2015년의 정화시설 개선법과 중요한 수질 계획을 통한 보조금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업스테이트 뉴욕과 롱아일랜드에서 진행하는 7개의 폐수 

프로젝트에 가장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화시설 개선법에 

따라 지원하는 2차 지원금에 배정된 47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형식의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승인한 대출에서 

거의 60%는 무이자입니다. 

  

2월 9일 회의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헴스테드 북부 타운(Town of North Hempstead, Nassau County) 

- 190만 달러(450,000달러의 NYS 수질 개선 보조금, 742,500달러의 무이자 대출 

및 742,500달러의 저금리 대출)를 비치 파크 정화 시스템의 방류 설비에 대한 

계획, 디자인 및 공사와 기존의 포트워싱턴 하수구 정화조 시스템과의 연결과 

관련된 비용에 지원.  

 서퍽 카운티의 노스포트 빌라지(Village of Northport, Suffolk County) - 620만 

달러 (312,500달러의 NYS 수질 개선 보조금, 915,800달러의 무이자 대출 및 

50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를 노스포트 빌라지의 비치 스트리트 펌프장(Beach 

Street Pump Station) 업그레이드의 디자인과 공사와 및 해안가의 오수거 교체와 

관련된 비용에 지원. 

  

미드 허드슨  

 더치스 카운티의 레드 후크 빌라지 (Village of Red Hook, Dutchess County) - 

530만 달러(41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과 120만 달러의 USDA 농촌개발 보조금)를 

레드 후크의 압력식 하수구 설치(Pressure Sewer Installation) 및 폐수 처리 공장 

업그레이드(Wastewater Treatment Plant Upgrades)에 대한 디자인과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160만 달러(815,000달러의 무이자 대출과 815,000달러의 

저금리 대출)를 라이 놀이공원(Rye Playland Amusement Park)의 오수거 설비 

교체에 대한 계획, 디자인과 공사에 관련된 비용에 지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869만 달러(43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과 43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를 포트체스터(Port Chester)에 있는 폐수 처리공장(Wastewater 

Treatment Plant)의 생물학 영양소 제거 시설 개선을 위한 회전원판의 두 번째 

단계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원. 

  

노스 컨트리  

 루이스 카운티의 로우빌 빌라지(Village of Lowville, Lewis County) - 1,090만 

달러(270만 달러의 NYS 수질 개선 보조금과 82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를 로우빌 

빌라지의 5개 거리에 있는 오수거 시설 수리, 교체 및 분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디자인 및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원.  

 루이스 카운티의 로우빌 빌라지(Village of Lowville, Lewis County) - 530만 

달러(125만 달러의 NYS 수질 개선 보조금과 41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를 로우빌 

빌라지의 폐수 처리공장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디자인 및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원.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의 회장 겸 CEO Sabrina M.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커뮤니티가 수질과 공공 위생 

프로젝트 발전에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의 종합적인 지원은 그들의 재정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저축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환경시설공사 회장 겸 환경보조부 커미셔너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의 주요 폐수 시설 프로젝트를 도울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 환경 시설 공사 보조금들은 이 약속이 현실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과 대출로 

지방 커뮤니티는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폐수 시설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에는 

식수 정화와 적절한 폐수 시스템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업그레이드에 드는 재정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환경시설공사의 투자는 Cuomo 주지사가 약속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 식수 공급에 대한 유지와 보호가 가능한 건강한 뉴욕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이밖에 환경시설공사 위원회는 뉴욕시 지방 수자원 재정 당국을 대표하여 최대 16억 

달러에 달하는 특정 채권 환급 발행을 승인하여 상당한 절약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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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뉴욕주는 중요한 식수 및 폐수시설 투자에 110억 달러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리볼빙론(Revolving loan)을 도입한 1987년 이후 가장 큰 

6개년 투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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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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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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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