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보조금 약 2,300만 달러 

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수질 개선 투자에 2억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납세자들의 

세금 4,700만 달러 절감  

  

3,200 개가 넘는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의 주요 지자체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 11 

건에 2,29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납세자의 세금 

4,660만 달러를 절약하며, 3,200 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뉴욕주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성장 및 번영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안전한 식수를 보장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던 티어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이 투자로 수질 개선 및 보호의 필요성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서 1,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실히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지사의 2017년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으로 뉴욕 전 

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2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HAB)와 관련된 시아노톡신을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900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과 이전에 발표한 

퍼플루오로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1,4 다이옥산 등과 같은 새로운 오염원을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총 1,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총 2억 7,0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  

  

현재까지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및 지자체간 

보조금(Intermunicipal Grant, IMG) 7억 5,000만 달러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필수적인 

식수 및 폐수 처리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총 프로젝트 비용 약 26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사(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를 

통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조성된 기금으로, 뉴욕 납세자들은 세금을 약 18억 달러 정도 

절약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건설, 공급업체, 서비스 분야에서 47,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해 녹조(HAB)를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서던 티어 

지역 지자체들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WIIA 

보조금  
지원 대상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정수  Binghamton, City of  Broome  $145,773,963  $5,000,000  

음용수  Candor, Village of  Tioga  $3,916,389  $2,349,833  

+정수  
Cayuga Heights, 

Village of  
Tompkins  $11,218,800  

$2,804,700  

정수  Chemung County  Chemung  $5,660,000  $1,415,000  

정수  Chenango, Town of  Broome  $21,200,000  $5,000,000  

+정수  
Hammondsport, 

Village of  
Steuben  $1,675,000  

$418,750  

음용수  Hancock, Village of  Delaware  $4,000,000  $2,400,000  

정수  Jasper, Town of  Steuben  $632,173  $158,043  

정수  Owego, Town of  Tioga  $227,992  $56,998  

음용수  
South Corning, Village 

of  
Steuben  $5,000,000  

$3,000,000  

음용수  Ulysses, Town of  Tompkins  $500,000  $300,000  

    TOTALS:  $199,804,317  $22,903,324  

+ 유해 녹조(HAB) 관련 프로젝트  

  

상세한 프로젝트 정보가 포함된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nysefc.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a235c2a5cec647b39b1a1cff91a097b8


 

 

뉴욕주 환경시설공사(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Sabrina Ty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재임 중에, 

뉴욕주는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뉴욕 주민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은 소중한 수자원 

보호를 선도하는 환경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및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 1,4 다이옥산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을 개선하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상당히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깨끗하고 

효율적인 식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공사 및 최첨단 여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수자원을 보호하는 일은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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