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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일부로 미드 허드슨 지역 투자 강조  

  

예산에는 주택 기반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억 5,000만 달러, 계획 지원을 위한 
2,000만 달러 포함  

  
교통부 자본 프로젝트에 2억 4,000만 달러, 지역 도로 수리에 2,700만 달러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미드 허드슨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주요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시정 연설에 맞춰 예산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투자는 지역 사회와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이 지역이 안전하고 저렴하며 미래의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번영하는 미드허드슨 지역을 

만듭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예산안 중 몇 가지는 대상 투자, 사업 지원 및 고성장 

산업을 목표로 하는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전역으로 경제 기회와 혁신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기업을 늘리기 위해 2023년에 발표된 경제 혁신 계획과 일치합니다. 

주지사의 예산에는 고등 교육에 투자하고 주 전역의 지역 명소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의 경우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을 위한 학교 지원으로 36억 달러  

- 재단 지원으로 4억 5,150만 달러 증가  

-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3억 3,700만 달러 지출 계획  

- 주택 인프라 기금 2억 5,000만 달러 및 계획 지원 2,000만 달러  

- 다음을 포함한 DOT 자본 프로젝트에 2억 4,000만 달러:  

- 교량 수리/교체를 위한 5,100만 달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go-semi-governors-office-semiconductor-expansion-management-and&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7caee411f484f2126a408db14416c8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260434516684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i51Wun1A012eNQjoA%2FF0YLCyUtFfY9Pw9c5ufE5E3U%3D&reserved=0


- 킹스턴의 워츠 스트리트 브리지에 4,500만 달러  

- 새로운 17번 국도 경사로에 3,000만 달러  

- Bear Mountain 주립공원에 6,000만 달러 기부  

- 5,700만 달러 중독 서비스 기금  

-GO SEMI: Governor's Office of Semiconductor Expans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주지사 산하 반도체 확장, 관리 및 통합 사무소)에 4,500만 달러, 이 

기금은 뉴욕 북부 전역의 반도체 제조 산업 확장 지원.  

- 지역 도로 수리를 위해 2,700만 달러  

- 벨레어 마운틴에 1,480만 달러  

- 베테랑 피어 투 피어 서비스에 130만 달러  

- 이웃 및 농촌 보존 주택 기금을 위한 150만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최고 수준의 교육 및 혁신의 중심지인 

미드허드슨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방문객과 새로운 거주자를 

불러모았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행정 예산은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보장할 추가 주택, 인프라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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