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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서부지역 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교부금 1,620만 달러 지원 

 

수질 개선 투자 기금 레버리지 효과 5,770만 달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서부지역의 주요 지자체 수도 시설 개선 사업 

여덟 건에 1,62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우리 주의 

고도로 성공적인 수도 시설 개선법을 통해서 자금이 제공됩니다. 

 

“수도 시설 강화는 주 전체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뉴욕 서부의 지역사회가 노후된 시설 교체와 현지 자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개발을 계획하는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뉴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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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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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C는 시설 공사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무이자 및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좀 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제공하면서, 거의 4,030만 달러에 이르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부금을 받는 뉴욕 서부지역 지자체: 

NYS 

수질 

개선 

교부금 

신청인 명단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SRF 융자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음용수 Cattaraugus, 
Village of 

Cattaraugus $3,600,000  $2,671,200  $928,800  

정수 Cheektowag
a, Town of 

Erie $20,000,000  $15,000,000  $5,000,000  

정수 Clarence, 
Town of 

Erie $1,347,225  ------- $336,806  

정수 Dunkirk, City 
of 

Chautauqua $10,175,000  $7,631,250  $2,543,750  

음용수 Lockport, 
City of 

Niagara $6,100,000  $3,100,000  $3,000,000  

정수 Middleport, 
Village of 

Niagara $2,900,000  $2,175,000  $725,000  

음용수 Niagara 
Falls, City of 

Niagara $676,400  ------- $405,840  

정수 Tonawanda, 
Town of 

Erie $12,901,494  $9,676,120  $3,225,374  

합계: $57,700,119  $40,253,570  $16,1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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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수도 시설에 대한 이 중대한 

투자는 우리의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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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필요한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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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