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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 지역 주요 수자원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에 2,300만 달러
교부금 지원 발표

유례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으로 수자원 품질 투자에 있어 7,1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세금 4,300만 달러를 절약할 것
이번 투자로 서던 티어에 신규 일자리 1,160개 창출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 전역의 주요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 12건을 지원하기 위한 2,30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과 새로운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이 자금을 지원하는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주 전역 투자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례없는 투자로 뉴욕주는 지자체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위대한 뉴욕주의 곳곳에서 미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가 4월 발표한 25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2017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이 보조금은 중요한 수질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2억 5,500만 달러 규모 보조금의 일부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수질 개선 인프라를 공유하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ter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 IMG)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던 티어에서 약 2,30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프로젝트 총 비용 7,100만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약 4,3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또한
지역 전역에서 1,1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015년 이래, 교부금 지원 최신

차수를 비롯하여, 서던 티어 지역사회는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3억 4,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총 5,700만 달러의 WIIA 보조금 및 IMG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교부금 수혜 대상 서던티어 지자체:
WIIA/IMG 교부금*
청정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CWIIA)
식수 인프라 개선법
(Drinking 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DWIIA)
지자체간 수자원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IMG)
청정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청정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청정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식수 인프라 개선법

지원 대상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애디슨 빌리지

스튜벤

$4,224,514

$1,056,129

빙엄턴 시

브룸

$5,600,000

$3,000,000

빙엄턴 시

브룸

$33,566,277

$10,000,000

에어빈 타운

스튜벤

$1,108,011

$277,003

노위치 시

셔냉고

$3,297,250

$824,313

오데사 빌리지

쉴러

$2,765,497

$691,375

옥스포드 빌리지
셔냉고
$2,532,000
페인티드 포스트
식수 인프라 개선법
스튜벤
$423,186
빌리지
록스베리 타운
식수 인프라 개선법
델라웨어
$1,018,484
(덴버 WD)
록스베리 타운
식수 인프라 개선법
(록스베리-그랜드 델라웨어
$1,605,000
조지 WDs)
청정 수자원 인프라
트루먼즈버그
톰킨스
$6,500,000
개선법
빌리지
식수 인프라 개선법
웨이랜드 빌리지
스튜벤
$8,705,000
합계
$71,345,219
*DWIIA 또는 CWIIA가 식수 또는 깨끗한 물 WIIA 보조금에 기부합니다.

$1,519,200
$253,912
$611,091
$163,000
$1,625,000
$3,000,000
$23,021,023

이들 프로젝트와 특정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대화식 지도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식수 시스템, 여과 시설, 수도관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 작업,
폐수 처리장, 펌프장, 하수도 시스템 건설 또는 개선 작업을 비롯하여, 서던 티어의 식수
및 폐수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보조금 외에도, EFC(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는 지역사회에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련된 세금을 더욱 보강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저리 대출로 4,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단의 사장 겸 CEO인 Sabrina 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 인프라 요구를 해결하려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EFC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식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중요한 세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 투자는 주 전역 지자체에 수도 공급 시스템을 개선 및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주지사님의 혁신적인 계획은 보다 많은 뉴욕 주민이 새로이
대두되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빠르고
결정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 공중 보건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도시와 타운이 수도
인프라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전례없는 용수 처리 및 공급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서던 티어 전역의 도시
및 지자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노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뉴욕 주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omas F.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임 내내 Cuomo
주지사님께서는 깨끗한 음용수가 공중 보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서던 티어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주지사님의 투자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 지역의 깨끗한 물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브룸과 셔냉고
카운티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자원 인프라는 오늘날
서던 티어 가정이 마시는 식수를 보호하고, 향후 몇 년간 가정의 건강과 복지에
투자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예산 협상 시 수자원
인프라 개선 자금 마련이 업스테이트 지역 의원의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기금을
지원하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긴급한 인프라 개선 요구를 보여줍니다.
수자원 인프라 시설 투자로 즉각적 개선이 가능하며, 장기적 수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Phil Palm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던 티어 전역의 수자원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개선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깨끗한 물과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lifford W. Crouch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서던 티어와 주
전역 지자체는 노후된 수도 시스템의 주요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여 미래의 성장과
활력을 지원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재임 내내,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주가
수자원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뉴욕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수질 시설에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전국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1년 이후 EFC는 지방 정부 지원 대출, 보조금, 재융자 등에
11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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