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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HESTER의의의의 EASTMAN BUSINESS PARK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발표발표발표 

 

300만달러만달러만달러만달러 정부정부정부정부 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박차를박차를박차를박차를 가함으로써가함으로써가함으로써가함으로써 이이이이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수백여수백여수백여수백여 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주주주주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세금세금세금세금 감면과감면과감면과감면과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지난지난지난지난 3년년년년 간간간간 재정적재정적재정적재정적 권한을권한을권한을권한을 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 

성공을성공을성공을성공을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기반기반기반기반 수립수립수립수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Rochester의 Eastman Business Park 

(EBP)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에 3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비 

2,500만달러, 이 6만 평방 피트 시설은 비식품 공장 재료를 바이오 연료와 생화학약품으로 

변환하는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수백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astman 

Business Park는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FLREDC)의 최우선순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모두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지사는 자신의 2014-15년도 집행예산을 발표했던 

Rochester를 방문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올해 우리는 지난 3년 간의 성공을 토대로 세입자들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주 전역에 걸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Rochester에서 우리는 Eastman Business Park에 2,500만 달러짜리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액 300만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수백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Finger Lakes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 계획에 따라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Upstate New York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뉴욕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강력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Robert J. Duffy 부지사는 “Cuomo 주지사를 대신하여, Eastman Business Park의 새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에 설치되는 다양한 장비에 접근해야 하는 기업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규 센터는 그러한 기업들이 가져올 투자 및 일자리와 함께, 이들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Greater Rochester의 경제 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헌신을 아끼지 않은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우리의 기관 파트너들과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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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원료를 C5 및 C6당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생산, 발효 탱크와 

저장 장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당류는 녹색 화학,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 연료의 광범위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동이 시작되면, 이 센터는 매년 30,000 톤에 달하는 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와 EBP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 간의 협력은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산업 시설은 이 프로젝트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할 협력업체 컨소시엄인 EBP EcoTech Park 

Operating Corp가 소유 및 운영합니다. 3개의 타주 기업을 포함한 몇몇 기업들은 이 센터 이용에 

관심을 표명했고, 그 결과 Eastman Business Park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찾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EcoTech 사장 겸 CEO인 Stephen Healey는 “바이오 기반 기술의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개발회사인 

EcoTech 은 EBP에서 이 발효 클러스터 시설의 설계 및 구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엄청난 인프라에 중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이 

비즈니스 파크에서 생체 재료 제조 분야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FLREDC 공동의장, Rochester 대학 총장인 Joel Seligman과 Wegmans Food Markets CEO인 Danny 

Wegman은 “Eastman Business Park는 우리 지역의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목표는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의 걸출한 산업 단지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EBP의 

성장을 촉진하고 EBP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Eastman Business 

Park 및 Greater Rochester 지역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Rochester의 Eastman 

Business Park는 지역 경제의 미래에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뉴욕주와 

EBP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이 비즈니스 파크는 Monroe 

카운티의 주요 경제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및 장기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진전은 Eastman Business Park의 미래 성장에 장애물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현장에서 향후 5년 간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13년, Kodak과 주정부는 이 현장에서 환경 관련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 비즈니스 파크의 유틸리티 시스템을 매입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Kodak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현장의 중요한 

사업들과 일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FLREDC은 이 비즈니스 파크가 

고비를 넘겨 기술 혁신에 대한 뉴욕주의 걸출한 산업 단지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의회 다수당 원내 총무인 Joseph Morelle은 “지난 3년 동안 입법부에 있는 제 동료와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뉴욕주의 경제를 복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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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택 소유주 및 

고용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및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 및 홍보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Rochester의 경우, 여기에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인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올해 뉴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 “적시에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발표와 같은 

투자로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Eastman 

Business Park에 대한 이 투자는 이 지역을 개선하는 열쇠이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Rochester가 생명 과학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Rochester 발전에 공헌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Rochester 시장 Lovely Warren은 “간단히 말해, Eastman Business Park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지역사회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시장으로서 Rochester의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시에 걸쳐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Kodak Park로 알려진 Eastman Business Park(EBP)는 Monroe 카운티의 Town of Greece를 

이어주는 1,200에이커의 대규모 기술 및 산업 단지입니다. EBP는 미국 동부의 최고 산업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인프라 시스템과 함께 100평방피트에 달하는 제조, 연구실 및 창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에 따라 뉴욕주는 를 연구개발(R&D) 및 하이테크 

제조 분야를 위한 다양한 허브로 변환하고 있는 수십여 개의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속한 

9,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파크에는 48개의 기업과 6,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직업은 Kodak과 상관이 없습니다. 

 

Kodak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인 Antonio M. Perez는 “Eastman Business Park에서의 Bioscience 

Manufacturing Center 건립은 Rochester와 이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이곳에서 완전한 

생체소재 산업 생태계의 구축에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기타 

선출된 관료들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Kodak Graphics, Entertainment and Commercial Films 사장인 Brad W. Kruchten은 “EBP는 이와 같은 

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발효 탱크, 소독 탱크, 펌프, 분리 장비, 종자 

탱크, 제품 저장 및 공기 압축기 등을 갖춘 이 비즈니스 파크는 상류 설탕 공급업체들이 자사의 

재료를 생화학약품 및 바이오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현장을 통해 우리의 특수 화학 시험 및 제조 기능인 3개의 바이오 정유소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 

시설, 수도 및 철도 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물리적인 요소는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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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인재들이 EBP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지출 증가를 2%까지 내리고 2016-17년까지 세금을 20억달러로 감면하여 지난 3년 

간의 재정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자신의 2014-15 집행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성공적성공적성공적성공적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성장성장성장성장 전략전략전략전략 지속지속지속지속 

 

세금세금세금세금 경감경감경감경감: 

주지사는 경제 성장과 엄청난 재산세 부담을 안은 납세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세금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양쪽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세금 경감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2016-

17년까지 이 제안은 납세자의 연간 세금을 20억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재산세재산세재산세재산세 공제제도공제제도공제제도공제제도: 집행예산은 첫 해에 조세환원에 동의하는 현지 과세 관할구역에 사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년 간 재산세 동결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 해가 되면 지역 과세 관할구역은 조세환원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1차년도에는 결합 과세의 1%, 2차년도에는 2%, 2차년도에는 3%에 

해당하는 절세액을 달성한 인접 지방당국과 함께 공유 서비스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결안은 주거지 부동산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10억달러를 창출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에서 320,700명의 주택 소유주들은 동결 후 2차년도에 평균 225달러를 절약함으로써 이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7220만달러의 절세 효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 주거지주거지주거지주거지 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 개인개인개인개인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경감경감경감경감(차단차단차단차단 효과효과효과효과): 집행예산은 개별 주택 소유주의 납세 능력에 따라 

근거한 부동산세 경감을 목표로 개인 소득세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확립합니다. 이 세금 

경감 프로그램은 자신의 소득 중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0억 달러 가치의 이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되면 200여만 명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평균 500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에서 약 205,000개의 가구가 평균적으로 약 394달러의 부동산 개인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 지역의 총 세액 절감액은 8,100만달러가 될 것입니다. 

• 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 세금세금세금세금 공제공제공제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과 수입이 10만달러 미만인 가정, 그리고 수입이 

50,000달러 이하인 독신 노인들에 대하여 임대주는 세입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수입이 줄어들면 세액공제 혜택은 증가합니다. Finger Lakes 지역에서 약 50,200명의 

임대주들은 평균적으로 28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Finger Lakes 지역의 임대주들이 

받는 총 세금 감면액은 1,430만달러입니다. 

• 법인세법인세법인세법인세 개혁개혁개혁개혁: 이 집행예산은 세금 간소화 및 경감을 제공하고 자발적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프랜차이즈 세금과 은행 세금을 통합합니다. 또한 순소득에 대한 세율이 7.1%에서 1968년 이래 

가장 낮은 6.5%로 조정됩니다. 

• 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20% 부동산세부동산세부동산세부동산세 경감경감경감경감: 제조업체의 사업 수행 비용 저감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예산은 부동산을 소유한 제조업체가 납부하는 재산세의 20%에 해당되는 전주 환급 가능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 Upstate 지역지역지역지역 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순소득순소득순소득순소득 세율세율세율세율 제거제거제거제거: Upstate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 

집행예산은 Upstate 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소득 세율을 현재의 5.9%에서 2014년부터 0%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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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산업산업산업 고객을고객을고객을고객을 위한위한위한위한18-a 임시임시임시임시 부과를부과를부과를부과를 제거하고제거하고제거하고제거하고 기타기타기타기타 모든모든모든모든 고객을고객을고객을고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단계적단계적단계적단계적 폐지폐지폐지폐지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현재 

유틸리티에 대한 임시 부과액이 2017년 3월까지 폐지될 계획입니다. 즉각적 경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 집행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산업 고객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고 기타 모든 고객을 

위한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합니다. 단계적 폐지가 이뤄지면 사업체와 주민들이 향후 3년 동안 6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령명령명령명령 완화완화완화완화(Mandate Relief): 

앞으로도 집행예산은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학군, 납세자들의 권한을 

제거하려는 주지사의 약속을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5년 동안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절감액은 46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Medicaid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Medicaid는 카운티와 뉴욕주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안겨주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뉴욕주는 Medicaid 증가분의 지방 분담금의 증가를 흡수하여 5년 동안 카운티와 

뉴욕시에 12억 달러를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와 더불어 뉴욕주는 카운티에게 Medicaid 

행정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커져 뉴욕주와 연방 보건 개혁 사업이 좋은 

결실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금연금연금연금 개혁개혁개혁개혁: 최근 들어 연금은 지방정부와 학군에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뉴욕주 연금 시스템에 주정부, 지방정부, 학군에게 향후 3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절약해줄 새로운 연금 단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지방정부와 학군에게 보다 

안정적인 연금 부담금 기여율을 정할 옵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주민들이 2012년도 개혁을 통해 절약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개혁안건강보험개혁안건강보험개혁안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 재정지원재정지원재정지원재정지원 촉진촉진촉진촉진: 2013-14년도 예산은 주 기금을 사용하여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른 무자녀 성인들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강화된 FMAP 발전을 통해 County Medicaid 한도액 부담금을 86억 달러까지 낮추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카운티와 뉴욕시는 ACA와 관련돤 강화 FMAP로 총 24억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 조기조기조기조기 개입개입개입개입: 2012-13년도 예산과 함께 제정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개혁으로 지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54억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경제경제경제경제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집행예산은 지역경제개발위원회를 위한 추가 차수의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광범위한 세금 경감 및 개혁과 결합되어 이러한 조치는 지난 3년의 경제적 성공 위에서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 본 집행예산은 신규 경제 개발 자본 예산으로 1억 5000만 달러와 뉴욕주 

세금 경감으로 7000만 달러가 기존의 광범위한 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되어 지역 우선 사업의 

예산을 위한 제4차수의 REDC 교부금을 형성할 것입니다. 

•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보호보호보호보호 강화강화강화강화. 이 집행예산은 금융서비스부(DFS)의 권한 내에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노리는 제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엄청 비싼 네트워크외 의료 청구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보험 요율을 낮추기 위해 무과실 보험 사기를 억제하고, 권원보험 비용을 낮추고, 

DFS 내에 뉴욕주 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워치독으로 봉사할 학생보호과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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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학교학교학교학교 개혁개혁개혁개혁 

 

2014-15년도 집행예산은 학교 원조에 총 2,188,000억달러로, 이것은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기록을 갱신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추고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억달러 규모의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제안했습니다. 5년 간의 투자액에 상당하는 15억달러로 뉴욕주는 모든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제공을 확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확장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5년 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7억2,000만달러를 

보완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에서 2014-15년도 학군은 고급 유아원 프로그램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주지사의 공약과 별개로 학교 원조(School Aid)에서 16억 6,1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원조액이 6,200만달러씩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승인할 경우 Finger Lakes 지역은 기술 및 유아원 공간 

확장에 투자할 1억 5,5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inger Lakes 지역 학교는 주지사가 

제안한 7억 2,000만달러 규모의 5년짜리 방과 후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고등교육고등교육고등교육: 

본 집행예산은 뉴욕주의 공립 고등교육 제도가 학문적으로 및 경제 엔진으로서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전략적 투자가 학문적 향상을 산출하고, 취업 기회를 창출하며, 

졸업생들을 일자리에 연결할 것입니다. 

•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차수의차수의차수의차수의 NYSUNY 2020 및및및및 NYCUNY 2020 확대확대확대확대 및및및및 출범출범출범출범. 본 집행예산은 새롭고 확대된 차수의 

NYSUNY 2020 및 NYCUNY 2020 교부금으로서 1억 1000만 달러, 즉, 각 대학교를 위한 55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우선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성공 및 취업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고, 

START-UP NY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민간 제휴를 활용하며, 학생들을 인력집단에 더 잘 연결하는 

계획에 주어질 것입니다.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장학금장학금장학금장학금 제공제공제공제공. 본 집행예산은 새로운 STEM 장학 

프로그램을 위한 교부금 8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고교 졸업생 상위 10%가 STEM 경력을 추구하고 

뉴욕주에서 5년 동안 일한다면 이들에게 SUNY 또는 CUNY 칼리지 또는 대학교의 전액 장학금을 줄 

것입니다.  

• NY Youth Works 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 Community Colleges와의와의와의와의 연결연결연결연결 활동활동활동활동. 더 많은 고용주들이 도시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본 집행예산은 NY Youth Works 프로그램의 직업훈련 요소를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에 연계할 것입니다.  

 

진취적이고진취적이고진취적이고진취적이고, 보다보다보다보다 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 보다보다보다보다 깨끗하고깨끗하고깨끗하고깨끗하고, 보다보다보다보다 공정한공정한공정한공정한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모든모든모든모든 뉴요커를뉴요커를뉴요커를뉴요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양질의양질의양질의양질의 의료의료의료의료 보장보장보장보장: 

집행예산은 보다 지속가능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보건 결과를 얻는 MRT(Medicaid Redesign 

Team)의 역사적인 Medicaid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예산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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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고, 주의 보건 혜택 교환을 지속하며, 제공자와 커뮤니티 사이의 지역별 협조를 장려하고, 

의료 제공 시스템을 변혁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 및 보건 정보기술에 투자합니다. 

• 지출지출지출지출 한도에한도에한도에한도에 맞는맞는맞는맞는 Medicaid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증액증액증액증액. 본 실행예산은 2011-12년에 제정된 Medicaid 지출 한도의 

지속을 반영하고 있고 그 조항에 맞춘 교부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프로그램 개혁, 기업 

차원의 효율성 조치, 일반적 비용 통제 노력 등을 통해 공공 보건 및 노령화 프로그램에서 109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 MRT 권고안권고안권고안권고안 이행이행이행이행 지속지속지속지속. 본 집행예산은 MRT 개혁의 이행을 지속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의료 

서비스 전역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주 역사에서 Medicaid 프로그램의 가장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의료 제공에 긴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 비용 중립적인 새로운 MRT 

이니셔티브 패키지가 제안됩니다. 투자는 사기와 남용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Medicaid 무결성 

이니셔티브, 급여 설계 개선, 약품 통제 강화 및 배우자 지원을 요구하는 연방 법률 준수로 인한 

절약에 의해 균형이 잡힙니다.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의료의료의료의료 혜택혜택혜택혜택 교환교환교환교환 지원지원지원지원. 1월 17일까지 580,000여명의 뉴요커들이 신청을 완료하였고 

326,000여명이 보장에 등록하였습니다. New York Health Benefit Exchange의 초기 운영을 위한 연방 

교부금은 2015년 1월 1일에 끝날 것이며, 본 집행예산은 2014-15년에 5430만 달러를 제공하고, 

Exchange의 지속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 교부금으로 1억 483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Exchange 관련 건강보험 등록 증가 및 적정비용 의료법에 의해 승인된 연방 Medicaid 

지급금 증대에 의해 생성되는 추가 수입에 의해 충분히 상쇄됩니다. 

 

환경환경환경환경 보호보호보호보호: 

본 집행예산은 환경 보호 기금(EPF)을 증대하고, 핵심 환경, 공원 및 농업 프로그램을 위한 주정부 

교부금을 유지하며, 야외 레크레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시설을 위한 새 차수의 New York 

Works 자본 교부금을 제공합니다. 주정부 기관 및 공공 청의 교부금은 뉴욕주를 계속 청정기술 

경제의 리더로 만들고,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배기가스를 줄이며, 우리의 송전 시스템을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환경환경환경환경 보호보호보호보호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이 예산은 EPF를 위한 1억 5700만 달러를 포함하는 데, 이는 미준설 퇴적물 

프로그램의 시행 증대 및 개선의 결과로 2013-14년보다 4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 Brownfield 일소일소일소일소 및및및및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Superfund. 본 집행예산은 브라운필드 일소 프로그램을 10년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합니다. 그 주요 개혁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특히 Upstate 지역의 

브라운필드 재개발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프로그램에 의거한 환경복원 세금 경감은 실제 

일소 비용만 커버할 것이며 재개발 크레딧은 10년 이상 비워 있었던 부지에 대해 일소 비용보다 

작게 제공되거나 또는 경제적 개발 프로젝트인 부지를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주 

수퍼펀드 일소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한 신규 1억 달러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지자체 소유 

브라운필드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복원 프로그램을 통한 1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공정 및 정의 - 공공 안전: 

• 총기총기총기총기 폭력으로부터폭력으로부터폭력으로부터폭력으로부터 보호보호보호보호. 뉴욕 커뮤니티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GIVE(Gun-Involved Violence 

Elimination)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1,520만 달러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Operation IMPACT 지금을 받고 있는 같은 커뮤니티에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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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호보호보호보호 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Protection Cloud). 뉴욕주는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와 지방법 집행을 위한 공유 

기술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비장의 법집행기관들이 향후 4년 동안 이 시스템에 

합류할 것이므로, 참여 기관의 절감액은 연간 1,2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됩니다.  

• 교도소교도소교도소교도소 수감수감수감수감 인력의인력의인력의인력의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적정화적정화적정화적정화 활동활동활동활동 지속지속지속지속. 실행 예산은 과거에 발표한 4개 감옥 시설 폐쇄로 

연간 3,000만 달러를 절감해줄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교소도 

폐쇄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개발 지원금으로 2,4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음주음주음주음주 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강력강력강력강력 단속단속단속단속. 예산에 포함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운전자는 3년의 기간 내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섭취로 몸에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죄 선고를 두 번 

받은 경우 향후 5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평생 이런 죄목으로 세 번 기소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됩니다.  

• 청소년의청소년의청소년의청소년의 운전운전운전운전 중중중중 문자문자문자문자 전송전송전송전송 엄중엄중엄중엄중 단속단속단속단속. 실행 예산에는 젊은 운전자들의 운전 중 문자 전송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문자 전송으로 기소된 21세 이하 

청소년들은 1년 동안 운전면허 사용이 정지됩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현실을현실을현실을현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재구상재구상재구상재구상 

 

실행 예산은 뉴욕의 인프라, 교통 네트워크, 전력 시스템, 해안 보호, 기상 경보 시스템, 비상 관리 

방식을 바꿔 향후 발생할 기상 이변으로부터 뉴욕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이처럼 큰 영향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Sandy, Irene, Lee와 관련하여 

책정된 연방 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뉴욕은 이 자원을 활용하여 뉴욕주의 커뮤니티, 주택, 

상업시설, 인프라를 재건하여 뉴욕주 경제를 회복시키고 향후 폭풍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 New York Works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투자투자투자투자. 본 집행예산은 환경 자본 부족분을 해결하고 전주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할 다음 차수의 New York Works 자본 프로그램을 위해 1억 3500만 달러를 새로 

배정합니다.  

• 첨단첨단첨단첨단 기상관측시스템기상관측시스템기상관측시스템기상관측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부(DHSES)는 학계와 협력하고 민간 기업이 

첨단 기상 탐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단 6대 밖에 

있는 않은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1,500만 달러의 초기 자본출자금은 초강력태풍 Sandy와 관련된 

연방지원금에서 제공됩니다. 

• 비상비상비상비상 대응대응대응대응, 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 대학대학대학대학 창설창설창설창설. 실행 예산에는 SUNY에 새로운 비상 대응, 국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 설립을 위한 초기 계획 및 개발 비용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유소에주유소에주유소에주유소에 백업백업백업백업 전력전력전력전력 시설시설시설시설 구축구축구축구축. 뉴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략적인 곳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계획안을 가진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요 

고속도로에 있는 반 마일의 출구 내에 자리한 약 241개의 Upstate 주유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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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중입니다. 또 다른 310만 달러는 초강력 태풍 Sandy와 관련된 연방 지원금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전략전략전략전략 연료연료연료연료 비축을비축을비축을비축을 주주주주 전체로전체로전체로전체로 확대확대확대확대. 향후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전략적인 연료 비축이 주 전체로 확산되어 긴급 상황 대응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뉴욕전력공사는 

약 1,000 달러의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들의시민들의시민들의시민들의 긴급긴급긴급긴급 상황상황상황상황 대비대비대비대비.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부는 2015년 3월 31일까지 10만명의 시민을 

목표로 주방위군과 협력하여 연중 관계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 대비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연방 국토안보 기금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공동공동공동공동 사용이사용이사용이사용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장비장비장비장비 마련마련마련마련. 뉴욕주는 공공 안전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구동적인(formula-driven) 연례 지원금 1,000만 달러를 

카운티에 배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 2014-15년도에 주 전역에 공동 사용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장비 마련을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 환승환승환승환승 지원지원지원지원 레벨레벨레벨레벨 증대증대증대증대. 실행 예산은 뉴욕 전역 시스템에 대해 48억 달러의 환승 지원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역에 부과된 전용 세금으로 충당되는 Downstate 시스템은,970만 달러가 

증가해 46억 달러 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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