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지역 식수 및 폐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3,7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발표 

 

노스 컨트리, 미드 허드슨 밸리, 서던 티어 지역 전역 커뮤니티의 필수 인프라를 지원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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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한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승인에는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 약 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주의 수도 

인프라를 개선 및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주 전역 커뮤니티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자금 지원으로 

노스 컨트리, 미드 허드슨 밸리, 서던 티어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우리가 항상 위를 향하여 진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2억 2,500만 달러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보조금으로 120개 이상의 뉴욕주 프로젝트에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과 결합된 이번 보조금으로 납세자 

절약액이 6억 2,900만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아울러, 25억 달러 규모의 2017년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올해 중요 식수 및 폐수 처리 인프라 개선 작업에 2억 5,500만 달러의 기금이 

제공되었습니다. 

 

Sabrina M. Ty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커뮤니티의 보건, 안전 및 



경제 활성화에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수질을 보호하는 주요 개선 작업을 

지원합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겸 환경시설공사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주요 식수 및 폐수 처리 시설 업그레이드 및 개선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지자체가 직면한 이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뉴욕주 전역 커뮤니티의 수질 개선 인프라를 강화 및 보호하는 창의적 재정 

지원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뉴욕주 전역 커뮤니티의 보건 및 

웰빙에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기금 지원은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뉴욕주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를 보호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가 제공하는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과 6월 29일 목요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된 이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회의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 허드슨  

 뉴버그 시, 오렌지 카운티 – 뉴버그 시의 하수 회수 시스템과 폐수 처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 장기 관리 계획(City’s Long Term Control Plan)에 포함된 개선 계획, 

설계 및 건설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WIIA 보조금 310만 달러, 무이자 대출 

940만 달러를 포함한 1,250만 달러 지원. 

노스 컨트리  

 케이프 빈센트 타운, 제퍼슨 카운티 - WIIA 기금 622,140달러, 무이자 대출 

905,537달러, 케이프 빈센트 타운 용수 지구 #6(Town of Cape Vincent Water 

District #6)의 신규 공급 시스템 건설을 위해 기존에 DWSRF가 승인한 기금 

790,914달러를 포함하여 230만 달러 지원.  

 카르타지 빌리지, 제퍼슨 카운티 - 카르타지-웨스트 카르타지 공용 수질 오염 방지 

시설(Carthage-West Carthage Joint Water Pollution Control Facility)의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 작업 계획, 설계, 건설과 관련된 비용에 280만 달러 

무이자 대출 지원을 포함하여 350만 달러 지원.  



 클리프턴 타운,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WIIA 지원금 230만 달러, 무이자 대출 

425,845달러, 클리프턴 타운의 뉴턴 폴스 용수 지구와 파인 타운 수도 시스템 

사이의 신규 수도관 설치 작업을 위한 851,688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포함하여 

400만 달러 지원.  

 웨스트 카르타지 빌리지, 제퍼슨 카운티 - 카르타지-웨스트 카르타지 공용 수질 

오염 방지 시설(Carthage-West Carthage Joint Water Pollution Control Facility)의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 작업 계획, 설계, 건설과 관련된 비용에 650만 달러 

무이자 대출 지원을 포함하여 830만 달러 지원. 

서던 티어  

 스탬퍼드 빌리지, 델라웨어 카운티 - 빌리지의 노후된 기존 저수조(貯水槽)를 

대체할 신규 저수조 및 제어 건물 건설을 위한 WIIA 지원금 296만 달러를 

포함하여 620만 달러 지원.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빌리지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노후회되었거나 소형인 수도관을 새 수도관과 루프식 공급 주관(主管)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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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1년 이후 환경시설공사(EFC)는 지방 정부 지원 대출, 보조금, 

재융자 등에 11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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