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밸리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보조금 4,900만 

달러 이상 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수질 개선 투자에 1억 5,600만 달러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납세자들의 세금 1억 500만 달러 절감  

  

2,5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의 주요 지자체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 38 건에 4,9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납세자의 세금 1억 450만 달러를 절약하며, 2,500 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상당히 성공적인 뉴욕주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WIIA) 및 지자체간 보조금 프로그램(Intermunicipal 

Grant, IM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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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허드슨 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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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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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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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수령하는 미드 허드슨 지역의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WIIA/IMG 

교부금  
지원 대상  카운티  

프로젝트 비용 

추정액  

교부금 배정 

추정액  

정수  Bethel, Town of  Sullivan  $3,430,000  $857,500  

정수  Bronxville, Village of  Westchester  $1,777,726  $444,432  

정수  Clarkstown, Town of  Rockland  $2,935,895  $733,974  

정수  Cornwall, Town of  Orange  $6,475,000  $1,618,750  

정수  Cortlandt, Town of  Westchester  $3,179,000  $794,750  

음용수  Delaware, Town of  Sullivan  $4,202,672  $543,060  

음용수  
Dutchess County Water 

and Wastewater Authority  
Dutchess  $3,389,509  $2,033,705  

음용수  Esopus, Town of  Ulster  $3,729,000  $2,237,400  

정수  Goshen, Town of  Orange  $120,000  $30,000  

+음용수  Greenburgh, Town of  Westchester  $12,119,500  $4,847,800  

정수  Highland Falls, Village of  Orange  $1,766,250  $441,563  

정수  Kingston, City of  Ulster  $7,900,000  $1,975,000  

정수  Liberty, Village of  Sullivan  $6,457,089  $1,614,272  

음용수  Middletown, City of  Orange  $4,942,400  $2,965,440  

음용수  Millbrook, Village of  Dutchess  $1,900,000  $1,140,000  

정수  New Castle, Town of  Westchester  $1,839,206  $459,802  

정수  New Windsor, Town of  Orange  $1,160,000  $290,000  

정수  Newburgh, Town of  Orange  $1,200,000  $300,000  



 

 

정수  Orangetown, Town of  Rockland  $775,000  $193,750  

정수  Port Chester, Village of  Westchester  $1,265,000  $316,250  

정수  Poughkeepsie, Town of  Dutchess  $458,573  $114,643  

음용수  Rhinebeck, Village of  Dutchess  $3,713,794  $2,228,276  

정수  Rockland County  Rockland  $13,500,000  $3,375,000  

정수  Rockland, Town of  Sullivan  $2,389,500  $597,375  

정수  Rye, City of  Westchester  $1,959,000  $489,750  

정수  Suffern, Village of  Rockland  $413,780  $103,445  

정수  Suffern, Village of  Rockland  $1,413,250  $353,313  

정수  Suffern, Village of  Rockland  $433,350  $108,338  

음용수  Tivoli, Village of  Dutchess  $4,733,280  $2,839,968  

정수  Tivoli, Village of  Dutchess  $3,676,600  $919,150  

정수  Tuxedo Park, Village of  Orange  $531,750  $132,938  

정수  Wallkill, Town of  Orange  $11,930,000  $2,982,500  

정수  Wallkill, Town of  Orange  $8,070,000  $2,017,500  

+정수  Wappinger, Town of  Dutchess  $6,211,548  $2,484,620  

정수  Warwick, Village of  Orange  $12,250,000  $3,062,500  

정수  Westchester County  Westchester  $9,324,868  $1,228,349  

음용수  
Westchester Joint Water 

Works  
Westchester  $3,300,000  $1,980,000  

정수  White Plains, City of  Westchester  $903,965  $225,991  

    TOTALS:  $155,776,505  $49,081,104  

+IMG 프로젝트  

  

상세한 프로젝트 정보가 포함된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시설공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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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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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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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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