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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 

MRF)을 통해 허키머 카운티에 3백만 달러 투자 발표  

  

이 프로젝트로 인한 납세자 절감액이 2천5백만 달러에 달할 예정  

  

이 투자로 모호크 밸리의 5개 지역사회를 위한 깨끗한 식수를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을 통해 허키머 카운티에 3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조치의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리온, 프랑크포트, 허키머 빌리지와 허키머 및 스카일러 타운에 

영향을 미치는 깨끗한 음용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공유 서비스 효율성 접근 방식을 통한 납세자의 

절감액이 약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허키머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이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을 통한 이 3백만 달러의 투자는 향후 수년간 허키머 

카운티에 혜택을 줄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자원인프라를 지원할 

것입니다."  

  

허키머 카운티 산업 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은 소규모 구현으로 

1,085,875달러를 받았습니다. 잔여 금액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연구 완료 후에 지원될 

것입니다.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Herkimer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은 모호크 밸리 수도청(Mohawk Valley Water Authority)과 협력하여 허키머 

카운티의 새로운 정수 수도관을 확장하여 5개 지역사회에 식수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허키머 주민의 높은 생활 수준에 기여할 새로운 물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는 깨끗한 식수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에 추가되어 이 카운티의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없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지방 정부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상징하며 이 프로젝트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모호크 밸리의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중요한 비용 공유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습니다."  

  

참여한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러한 비용 공유 노력은 22,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잠재적 혜택을 제공하는 협조된 지역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RF) 프로젝트는 이 지역 수자원 프로젝트의 건설 및 장기 관리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법률, 기술 및 행정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RF)은 프로젝트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지방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의 지방 정부 

서비스국(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Services)이 관리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입니다.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RF)의 조직은 초기 프로젝트 개발에서 전체 

프로젝트 완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구현 단계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점검 및 주정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안서의 유형, 관련된 지방 정부의 수, 지자체 주민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에 

따라 프로젝트에 기금 수령 자격이 부여됩니다. 프로젝트당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금액은 

이행 시 생성되는 예상 비용 절감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발 목록에 오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경우 추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는 공중 보건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 정부와 납세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IDA)과 지방 

자치 단체, 뉴욕 주 사이의 협력으로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오랜 시간 건재할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이룰 것입니다. 이 주요 모호크 밸리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Rosado 주무장관께 감사드립니다."  

  

Marianne Buttensc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키머 카운티 

타운과 빌리지에 추가적으로 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납세자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IDA) 및 모호크 밸리 수도청(Mohawk Valley Water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Robert Smulle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건강과 경제적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프라 



 

 

프로젝트는 우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IDA)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서비스 접근 방식을 통해 상당한 납세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을 칭찬합니다."  

  

Brian Mil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백만 달러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와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저를 포함한 이 지역의 여러 선출된 공무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주지사께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 필수적인 식수를 

보호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 수백만 달러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섬기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선출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키머 타운 슈퍼바이저 Dominic Fran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키머 타운은 허키머 

타운이 웨스트 허키머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ing) 신청의 장점을 인식한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허키머 타운의 이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속적인 깨끗한 식수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기금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금은 허키머 타운 내 50개 이상의 구획을 위한 안정적인 식수원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허키머 카운티 의회 의장 Bernard Peplin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허키머 

카운티의 획기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게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IDA)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Brian Lamica 일리온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키머 카운티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투자는 지역 경제에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허키머 카운티 산업개발청(IDA)에 

박수를 보내며, 이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사회에 가져다줄 혜택을 기대합니다."  

  

허키머 빌리지의 시장 Mark Net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공중 보건의 

질에 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 3백만 달러의 투자는 허키머 

카운티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 설립된 이래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RF)은 2단계인 프로젝트 개발, 3단계인 

소규모 구현 또는 4단계인 전체 규모 구현 중의 한 단계에 해당하는 35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주 기금 2,5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구현으로 예상되는 연간 

절감액은 8,10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MRF)은 일년 내내 신청하여 프로젝트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제출 마감 기한을 복수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웹사이트인 

www.dos.ny.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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