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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일부로 웨스턴 뉴욕 투자 강조  

  

예산에는 운송 자본 프로젝트에 2억 1,100만 달러, 지방 도로 및 움푹 페인 도로 수리를 

위한 1억 1,300만 달러 등 포함  

  

2030년 연구 활동 대규모 확대를 위해 버펄로 대학에 1억 달러 지원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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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펄로 주민으로서 저는 웨스턴 뉴욕을 위해 더욱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거주, 교육, 인프라에 대한 주요 

투자를 통해, 저는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웨스턴 뉴욕을 다음 세대의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번성하고 살기 좋으며 안전한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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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뉴욕의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웨스턴 뉴욕 학교 지원금(School Aid) 290만 달러  

• 웨스턴 뉴욕 재단 지원(Foundation Aid) 증액에 2억 4,820만 달러  

• 지역 전체의 교량 보수 및 교체를 위한 DOT 자본 계획 프로젝트에 2억 1,100만 

달러  

• 지역 포장 및 움푹 패인 도로 수리에 1억 1,300만 달러  

•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연구동, 연구실, 첨단 장비 확보 및 

리노베이션에 1억 달러  

• 다음과 같은 공원 및 지역 자산에 7,500만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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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Falls Visitor Center에 4,700만 달러  

-새로운 Feedmore Distribution Center에 2,400만 달러  

-Niagara Falls Crows Nest Extension에 350만 달러  

-Artpark에 100만 달러  

• 웨스턴 뉴욕 중독 서비스 자금에 4,100만 달러  

• Erie County Water Infrastructure에 2,000만 달러  

• 웨스턴 뉴욕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투자에 1,040만 달러  

-Erie Community College에 800만 달러  

-Niagara Community College에 220만 달러  

-Jamestown Community College에 228,000 달러  

• City of Buffalo Recovery and Planning, Public Works/Storm Response Facility에 

1,000만 달러  

• Buffalo Community Health Building에 500만 달러  

• 이웃 및 농촌 보존(Neighborhood and Rural Preservation) 주택 기금에 200만 

달러 이상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교육, 주거, Niagara Falls 및 UB 등 

지역 자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Hochul 주지사의 예산은 웨스턴 뉴욕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민, 방문객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 ㅣ회를 지역에서 확대해주신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Satish K. Tripathi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UB가 최고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UB의 모두는 건물 및 연구소 등 UB의 연구 

활동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추어 웨스턴 뉴욕과 뉴욕주를 위해 최고의 교육과 혁신, 경제적 번영을 추진하려는 

그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Byron Brown 버펄로 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특히 버펄로 시의 

모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우선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지자체,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심각한 겨울 악천후를 경험하는 가운데, 도시의 첨단 공공 

서비스부 시설 자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 동료들에게 호소하여 DPW Campus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 중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Brian Kulpa 암허스트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에 

계속 투자하여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추가적인 인프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지사와 우리 주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노후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버펄로 대학교에 대한 투자는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중요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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