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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티어 지역 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교부금 1,370만 달러 지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티어(Southern Tier) 전역의 주요 지자체 수도 

시설 개선 사업 여덟 건에 1,37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 주 수도시설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을 통해 마련된 

뉴욕 주 수질 개선 교부금(NYS Water Grants) 2차 집행분의 일부입니다. 

 

“수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 지방과 뉴욕 주 전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성공과 

공중보건에 핵심적 요소”,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서던티어 지역 재산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면서 지자체들이 낙후된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는 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교부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을 통해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에서는 오수 처리 

프로젝트의 자격 범위를 확대해서 2차 집행금으로 총 1억 7,500만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백만 달러였던 음용수 개선 프로젝트의 교부금 한도가 3백만 달러 

또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60% 중 낮은 액수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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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가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도 시설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낙후된 장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 주의 물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뉴욕 

주가 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 상원이 수행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계속해서 우리 상원의 우선 사업이 될 것입니다.” 

 

주 하원의장 Carl E. Heast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공중 보건뿐만 아니라 

환경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들이 가능한 최고 품질의 물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우리 주의 수도 

시설 개선 비용이 납세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에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펌프장, 하수관 시스템 및 장비의 

계획 수립, 디자인, 건설 및 개선 사업과 아울러, 음용수 시스템, 정수장 및 상수도 본관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지급은, 여러 고려 사항 중에서도, 수질 개선 효과와 공중 보건 위험 감소 효과가 

큰 프로젝트와 시설 공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는 평점 

시스템에 기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교부금 외에도,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는 시설 공사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무이자 및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에는 향후 

무이자 및 저리 융자 1,420만 달러가 추가되어 이 지역사회에 재정적으로 보다 지속력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부금 수혜 대상 서던티어 지자체: 

NYS 

수질 

개선 

교부금 

신청인 명단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SRF 융자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음용수 Arkport, Village 
of 

Steuben $2,585,520  ------- $799,250  

음용수 Delhi, Village of Delaware $2,279,588  $911,835  $1,367,753  

음용수 Dix, Town of Schuyler $391,000  ------- $234,600  

정수 Endicott, Village 
of 

Broome $3,500,000  $2,625,000  $875,000  

음용수 Guilford, Town of Chenango $2,500,000  $1,000,000  $1,500,000  

음용수 Hornell, City of Steuben $6,830,000  $3,830,000  $3,000,000  

음용수 Sidney, Village 
of 

Delaware $8,852,683  $5,852,683  $3,000,000  

음용수 Stamford, Village 
of 

Delaware $4,934,000  ------- $2,960,400  

   

$31,872,791  $14,219,518  $13,737,003  

 

뉴욕 주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사장 겸 CEO Sabrina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 주는 중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도 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는 우리의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촉진합니다.” 

 

뉴욕 주 환경보존국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뉴욕 주의 정수 

시설에 필수적인 개량 사업에 극히 중요합니다. 환경보존국은 EFC와 협력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적 경제 성장의 촉진에 정말 필수적인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주 보건국장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공공 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우리 주는 향후 여러 해 동안 

방대한 상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주의 

수도시설개선법(WIIA)은 지역사회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2011년 이래, 뉴욕 주는 오수 및 음용수 개선 교부금, 저리 및 무이자 융자와 리파이낸싱 

등에 약 90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뉴욕 주는 수질 시설에 연간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분야를 국가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금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수 관련 사업의 경우 

www.efc.ny.gov/CLEAN WATERSRF 페이지, 음용수 관련 사업의 경우 

www.efc.ny.gov/DRINKING WATERSRF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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