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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방지방지방지방 정부를정부를정부를정부를 위반위반위반위반 물물물물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개선용개선용개선용개선용 7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발표발표발표발표 
 

교부금들은교부금들은교부금들은교부금들은 수질수질수질수질 개선개선개선개선 투자에투자에투자에투자에 4억억억억 4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일으켜일으켜일으켜일으켜 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 2억억억억 84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절약시킬절약시킬절약시킬절약시킬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45건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4억 4000여만 달러를 일으킬 것이며 

지자체 비용 59% 감축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2억 8400여만 달러를 절약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는 수질을 보호하고 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어느 주보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 “이 교부금은 지자체들이 그들의 물 시스템이 

뉴욕주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필수 업그레이드를 

더욱 쉽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5-2016 뉴욕주 예산의 일환으로 2015년의 뉴욕주 물 인프라 개선법이 제정되어 주 

회계연도 3개년에 걸쳐 2억 달러의 교부금을 규정합니다. 교부금은 환경시설공사와 

보건환경보전부가 관리합니다.  
 

상원의장상원의장상원의장상원의장 John J. Flana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오늘 주지사와 상원 

환경보전위원회 의장 Tom O' Mara 등 의회의 본인 동료들과 함께 수질을 개선하고 

납세자들의 힘들게 번 돈을 많이 절약시키기 위한 일련의 지방정부 교부금을 발표하여 

기쁩니다. 결국, 우리 주의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프라 니즈를 비용 효과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 계속 제휴해야 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 Carl E. Heasti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물 인프라 교부금 

발표는 주 전역의 카운티와 지자체의 향후 성공을 위한 큰 투자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필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정부의 투자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직면하게 될 

상당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서 환경보전위원회 의장 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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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ebright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EFC는 교부금 이외에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더욱 줄이도록 커뮤니티에 무이자 및 

저리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무이자 및 저리의 융자 3억 6200만 

달러로 보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커뮤니티들을 위해 더욱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들: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액수액수액수액수 추정추정추정추정 융자액융자액융자액융자액 
추정추정추정추정 총총총총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비용비용비용비용 

Albany Albany MWF 
Authority 

$ 1,750,000 $ 5,250,000 $ 7,000,000 

Albany Coeymans, 
Town of 

$ 843,814 $ 2,531,442 $ 3,375,256 

Broome Binghamton, 
City of 

$ 5,000,000 $ 174,340,240 $ 179,340,240 

Broome Endicott, City of $ 906,250 $ 2,718,750 $ 3,625,000 

Cattaraugus Ashford, Town 
of 

$ 1,923,840 $ 1,282,560 $ 3,206,400 

Cattaraugus Carrollton, Town 
of 

$ 273,375 $ 820,125 $ 1,093,500 

Cattaraugus Cattaraugus, 
Village of 

$ 1,231,200 $ 768,800 $ 2,052,000 

Cattaraugus Ellicottville, 
Village of 

$ 1,322,250 $ 3,966,750 $ 5,289,000 

Cattaraugus Little Valley, 
Village of 

$ 1,267,975 $ 3,803,925 $ 5,071,900 

Cattaraugus Olean, City of $ 4,725,160 $ 14,175,480 $ 18,900,640 

Chautauqua Dunkirk, City of $ 2,000,000 $ 7,000,000 $ 9,000,000 

Chautauqua Hanover, Town 
of 

$ 1,340,500 $ 4,021,500 $ 5,362,000 

Chenango Greene, Village 
of 

$ 1,662,500 $ 4,987,500 $ 6,650,000 

Cortland Cortland, City of $ 995,725 $ 2,987,175 $ 3,982,900 

Dutchess Pawling, Village 
of 

$ 1,708,566 $ 1,139,044 $ 2,847,610 

Dutchess Poughkeepsie, 
City of 

$ 2,000,000 $ 9,688,000 $ 11,688,000 

Erie Buffalo Sewer 
Authority 

$ 3,009,500 $ 9,028,500 $ 12,038,000 

Essex Willsboro, Town 
of 

$ 746,326 $ 2,238,978 $ 2,985,304 

Franklin Malone, Village 
of 

$ 3,125,000 $ 9,375,000 $ 1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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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Saranac Lake, 
Village of 

$ 1,751,250 $ 5,253,750 $ 7,005,000 

Greene Tannersville, 
Village of 

$ 2,000,000 $ 1,457,998 $ 3,457,998 

Greene Windham, Town 
of 

$ 1,491,434 $ 3,202,066 $ 4,693,500 

Herkimer Dolgeville, 
Village of 

$ 512,500 $ 1,537,500 $ 2,050,000 

Montgomery Fort Plain, 
Village of 

$ 273,000 $ 819,000 $ 1,092,000 

Nassau 
North 
Hempstead, 
Town of 

$ 450,000 - $ 1,800,000 

Oneida Utica, City of $ 1,033,750 $ 3,101,250 $ 4,135,000 

Orange Cornwall, Town 
of 

$ 1,151,720 $ 3,455,159 $ 4,606,879 

Orange Middletown, City 
of 

$ 150,000 $ 450,000 $ 600,000 

Oswego Phoenix, Village 
of 

$ 1,593,750 $ 4,781,250 $ 6,375,000 

Rensselaer Rensselaer, City 
of 

$ 2,000,000 $ 6,039,964 $ 8,039,964 

Rensselaer Troy, City of $ 884,250 $ 2,652,750 $ 3,537,000 

Saratoga Mechanicville, 
City of 

$ 508,760 $ 1,960,000 $ 3,960,000 

Schuyler 
Watkins Glen & 
Montour Falls, 
Villages of 

$ 5,000,000 $ 17,547,099 $ 22,547,099 

St. 
Lawrence 

Gouverneur, 
Village of 

$ 1,336,200 $ 890,800 $ 2,227,000 

Steuben Bath, Village of $ 3,125,000 $ 9,375,000 $ 12,500,000 

Suffolk Babylon, Town 
of 

$ 1,800,000 $ 1,309,622 $ 3,109,622 

Sullivan Liberty, Town of $ 403,187 $ 1,209,560 $ 1,612,747 

Tioga Waverly, Village 
of 

$ 4,576,121 $ 13,763,879 $ 18,340,000 

Tompkins Trumansburg, 
Village of 

$ 2,000,000 $ 2,400,000 $ 4,400,000 

Warren Glens Falls, City 
of 

$ 1,058,438 $ 3,175,313 $ 4,233,751 

Wayne Wolcott, Town 
of 

$ 2,625,000 $ 7,875,000 $ 10,500,000 

Wyoming Arcade, Village 
of 

$ 117,250 $ 351,750 $ 469,000 

Wyoming Arcade, Village 
of 

$ 1,136,924 $ 3,410,771 $ 4,54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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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oming Perry, Village of $ 1,755,450 $ 5,266,349 $ 7,021,799 

Yates Penn Yan, 
Village of 

$ 315,000 $ 945,000 $ 1,260,000 

합계합계합계합계 $ 74,880,964 $ 362,406,599 $ 440,128,804 

각 보조금 수령 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프로젝트 지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상원상원상원상원 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 의장의장의장의장 Thomas O’Mar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같같같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현행 주정부 지원이 지자체가 이러한 하수도 및 상수도 수리를 포함하여 긴요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성공적임을 입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지자체들의 필수 인프라 니즈를 충족하면서 부동산세 상한 내에 머물도록 

도움으로써 지방 정부, 지역 경제 및 지역 부동산 납세자들의 선을 위해 주-지방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의 장기적 모델을 대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하원하원하원하원 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 의의의의장장장장 Steve Englebrigh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물 인프라 보조금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정부가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프로그램이 이 첫 차수의 교부금에서 

실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쁩니다. Long Island 대부분의 타운과 빌리지는 이러한 물 

인프라 보조금을 통해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보전부환경보전부환경보전부환경보전부 장관대행장관대행장관대행장관대행 겸겸겸겸 EFC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Basil Seggo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지속적 경제 회복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보조금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의회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DEC는 주 

전역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위해 EFC와 협력하여 자랑스러우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이 커뮤니티들과도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시설공사환경시설공사환경시설공사환경시설공사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abrina T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주 전역의 우리 물 시스템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긴요할 것이며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FC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적극적인 회전융자 기금인 청정수 주정부 회전기금과 음용수 

주정부 회전기금을 통해 수질 개선을 지원하는 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www.efc.ny.gov/CWSRF(폐수 

프로젝트) 및 www.efc.ny.gov/DWSRF(음용수 프로젝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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