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연장안 (FY 2018 STATE BUDGET 
EXTENDER)의 세부사항 발표 

  

우선순위 인프라 진행, 경제 개발,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신규 자본 지출용 164 억 달러 
승인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25 억 달러 투자 

  
급등하는 처방약 비용으로부터 뉴욕 주민 보호  

  

향후 2 년간 일선의 의료서비스 전문직 120,000 명의 뉴욕 주민 급여 6.5 퍼센트 인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31일까지 모든 정부 운영의 재정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주요 인프라, 경제 개발, 환경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2018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Extender)의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또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보장하기 위해 25억 달러를 확보하고, 급등하는 처방약 

비용으로부터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며, 향후 2년 동안 일선의 의료서비스 

전문직의 급여를 6.5 퍼센트 인상합니다.  

  

향후 2개월 동안, 주정부는 일반 기금, 지역 및 교육청에 대한 지원, 특별 수익, 자본 

프로젝트, 채무 원리금 상환 등을 포함하여 246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안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경제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164억 달러의 신규 자본 지출을 승인합니다. 

 

2018 년 회계연도 연장안 (Fiscal Year 2018 Extender) 투자 중점사항 

  

뉴욕의 교통 자본 프로그램 (Transportation Capital Program)에 대한 완전한 재정 지원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Budget Extender)은 우리의 도로 및 

교량을 개선하고 이동성을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뉴욕주의 역사적인 투자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네트워크를 개선 및 

확장하고 도로, 교량, 공항 철도 시설, 항구, 대중 교통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550억 달러 

규모의 교통 자본 계획의 3년차 예산을 반영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Budget Extender)은 또한 지역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주정부의 공약을 계속 

유지합니다. 통합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 (Consolidate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 및 지자체 도로 및 고속도로 프로그램인 마키셀리 프로그램 

(Marchiselli program)에 대한 기금은 작년의 47,780만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또한 뉴욕도로 포장 (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1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급등하는 처방약 비용으로부터 뉴욕 주민 보호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Budget Extender)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3년간 25퍼센트 늘어난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의 처방약 지출비용 

증가의 상한을 정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이 합의는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에 

치료 효과와 비교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특정 의약품의 비용을 낮추는 수완을 

포함한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전례없는 합의는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이 다른 필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선 의료서비스 전문직 급여 증액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뉴욕주의 일선 의료서비스 전문직 120,000명에게 

향후 2년간 6.5퍼센트의 급여 인상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합의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인상은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들 대상 의료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주정부 재정 지원 비영리 단체들이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뉴욕주의 발달 장애인 및 행동 의료 시스템의 근간으로 만드는 동일한 수준의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2018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Extender)은 

뉴욕주의 뉴욕 주립대학교 (SUNY),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뉴욕의 사립 대학들에게 

약 133,000 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뉴욕주의 기록적인 투자를 

계속 유지합니다. 뉴욕주의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1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는 403,000명이 넘는 정규 학생 및 시간제 

학생들에게 다수의 학부, 대학원, 최초의 전문직 교육 기회들을 제공하는 47개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들을 관리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 (CUNY)는 

또한 324,0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37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약 520,000명의 학생들이 뉴욕주 전 지역의 100개가 넘는 사립 대학 및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주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103,000명 

증가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 

  

현재 및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72,500만 달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따른 조치를 개시합니다. 이 투자는 공중 

위생을 보호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며 뉴욕 경제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수자원 비상 사태를 처리하고 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지불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를 취득 인수하고 식수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조사하여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자체 식수 급수 및 

처리 시스템과 폐수 인프라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뉴욕주의 환경 보호  

 

•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이 예산은 

환경보호기금 (EPF)을 뉴욕주 역사상 최고 수준인 3억 달러로 계속 유지합니다. 

지출 예산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공 녹지 프로그램,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 뉴욕 공원 2020 (NY Parks 2020) 프로그램: 우리의 주립공원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9억 달러를 투자하는 NY Parks 2020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는 2017 회계연도보다 3,000만 달러가 증액된 1억 

2,000만 달러를 New York Works 자본투자금으로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우리 

주의 대표적 공원들의 지속적 변모를 돕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된 3,000만 달러는 뉴욕주립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부의 시설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 Adventure NY 프로그램: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우리 주의 토지에 대한 이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야영지를 재건하며, DEC 여가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Adventure NY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기존의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2017 회계연도보다 3,000만 

달러가 증액된 7,000만 달러가 New York Works 자본투자금으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DEC는 댐 안전 및 홍수 통제 프로젝트 등, 극히 

중요한 인프라 필요사항에도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성장 추진 및 뉴욕의 인프라 재생  

 

• 제 2 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주민, 방문객, 

기업체를 다운타운으로 유치해서 유지하기 위해 변모된 주거시설, 경제 개발, 

교통,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제 1차 라운드의 경우 정책 및 계획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운 타운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인구 감소 및/또는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 10곳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Budget Extender)은 총 프로그램 기금을 2 억 달러로 끌어 

올리도록 10곳의 새로운 지역사회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생명 과학 투자: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연장안 (Fiscal Year 2018 Budget 

Extender)은 뉴욕주에서 새로운 세계 수준의 생명 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성장시키고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뉴욕주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5,000만 달러 계획의 일환으로 3억 달러를 자본 투자금 형태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의 지분을 크게 늘리고 기존 학술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차세대 

첨단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학에서의 진보를 넘어서, 이 계획은 뉴욕을 

신흥 제조 기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JFK 공항의 전환: JFK 공항을 21세기 교통 허브로 전환시키려는 주지사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 (Kew Gardens 

Interchange)를 재건설하고 밴 와이크 (Van Wyck)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56,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 브루크너-셰리던 인터체인지 (Bruckner-Sheridan Interchange) 재건설: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18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 브롱크스 전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헌츠 포인트 마켓 (Hunts Point Market)에 진입하는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브루크너-셰리던 인터체인지 

(Bruckner-Sheridan Interchange)의 재건설 공사를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셰리던 

고속도로 (Sheridan Expressway)는 주간고속도로 지정이 해제되고 보행자 및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한 도로 디자인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 

셰리던 (Sheridan) 고속도로의 개선을 통해 이웃 지역사회가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 수십 년 동안 고속도로에 의해 지역사회에 

차단되어 왔던 브롱크스 리버 (Bronx River) 워터프론트와 스타라이트 파크 

(Starlight Park)에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션 (Empire Station) 개발: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Grand Central Station)의 메인 콘코스보다 커다란 



 

 

공간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모이니한 트레인 홀 (Moynihan Train Hall) 개발 

지원금 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홀은 LIRR (Long Island Rail 

Road) 및 Amtrak을 위한 승객 시설들을 수용함은 물론이고, 112,000평방피트의 

소매상가와 500,000평방피트가 넘는 사무 공간도 구비할 것입니다. 

•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교체: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교체공사 제 2단계 지원금 

27,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구조물은 기존 구조물의 건축 면적내에 

새로운 케이블로 고정되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교량으로 구성됩니다. 

• 제 2 단계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그램: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5억 달러 규모의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그램에 4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Buffalo Billion 2단계는 웨스턴 뉴욕에서의 

투자를 인접 지역 수준까지 확대하고, 다운타운, 교외 및 주변 지역 사이의 기존 

연결을 강화할 것입니다. 2단계는 활성화 및 스마트 성장 노력,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에 대한 개선 조치, 선진 제조업, 관광업 및 생명 과학 분야의 성장, 그리고 

철도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2011년 이래, REDC들은 지역 우선 순위에 기초해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 대회 과정을 통해서 5,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에 거의 

46억 달러의 주 정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뉴욕주에 2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기존 기관 프로그램들을 

결합시키는 15,00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뉴욕주 박람회 (State Fair) 현대화: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또한 

2016년에 기록적인 입장을 보여준 뉴욕주 박람회 (State Fair)의 현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자본 지원금 7,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복합 용도의 복합 건물을 개발하고 페어그라운즈 (Fairgrounds)와 

오논다가 카운티의 레이크뷰 원형극장 (Lakeview Amphitheater) 사이에서 

방문객과 콘선트 관람객들을 수송하기 위한 곤돌라를 만들며 주차 상황을 

개선하고 690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690)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새로운 엠파이어 레크리에이션용 차량 

공원 (Empire RV park)를 만들고 중간을 확장하며 셰비 코트 (Chevy Court)를 

개선하고 주요 박람회 장터 출입구를 복원함으로써 뉴욕주 박람회 (State Fair)를 

변화시킨 2016년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6 budget)에 포함된 5,000만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드베리 타운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우드베리 타운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 (Town of Woodbury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를 건설하기 위한 15,000만 달러 규모 재건설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 엔진인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에 대해 동력을 제공하는 

고도로 정체된 회랑 지대를 재점검할 것입니다. 

• 로체스터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뉴욕주는 로체스터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경쟁 대회는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100만 달러의 1등 상금이 포함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토닉스에 초점을 맞춘 촉진 프로그램은 전혀 없으며, 로체스터 

지역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한 특유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이 러브 뉴욕 웰컴 센터 (I ❤ New York Welcome Centers): 성공적인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를 모델로 해서, 주 정부는 Taste NY, Path Through History, 

I ❤ New York, 그리고 각 지역의 관광 자산을 강조하는 주립공원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체험이 포함된 웰컴 센터들을 우리 주의 각 지역에 하나씩 설치할 

것입니다. 

• 맥아더 공항 (MacArthur Airport) 연결: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은 

맥아더 공항 (MacArthur Airport)과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LIRR)를 연결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스미스타운과 킹스 

파크의 비즈니스 지구에서 경제 성장, 환경 지속가능성, 수질 개선 등을 지원할 

인프라 투자에 4,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 나소 고속도로 (Nassau Expressway) 재건설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나소 카운티의 878번 도로 (Route 878)인 나소 고속도로 (Nassau 

Expressway) 구역의 재건설 및 도로면의 고도보정 공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13,000만 달러의 신규 교통 지원금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이 

공사를 통해 홍수를 완화시키고 기존 배수 시설을 개선하여 일간 56,000대의 

차량이 통과하며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폭풍 대피 도로 (Emergency 

Storm Evacuation Route) 역할을 하는 이 분주한 도로 구간의 안전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 2017 회계연도에 주지사는 2억 

달러 규모의 업스테이트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쟁대회에는 공항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000만 달러, 그리고 

주지사의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서 

배정된 1,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1차 라운드에서는, 공항의 5,84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40,000만 달러가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에 

수여되었고, 5,37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980만 달러가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에 수여되었습니다. 2차 라운드에서는, 공항의 

4,300만 달러 규모 재점검 작업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이 

3,810만 달러를 받을 것이며,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은 해당 공항의 4,88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위해서 3,58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공항들에 



 

 

의해 개발된 이 대담한 계획들과 설계들은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이용객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 스키넥터디의 암트랙 스테이션 (Amtrak Station) 건설: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새로운 여객 철도역을 건설하고 주차, 조명, 정원 조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의 버스 고속 수송 (Bus Rapid 

Transit) 구간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및 리버티 스트리트 (Liberty Street)의 새로운 

주차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지원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스 허드슨의 노스웨이 29 번 출구 (Northway Exit 29)에 위치한 프론티어 

타운을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3,200 만 달러 규모의 마스터플랜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애디론댁의 프론티어 타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목적지를 만들기 위한 지원금 3,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 (Master 

Plan)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쉬룬 강을 따라 있는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캠프장 및 주간 사용 구역 

o 승마용 캠핑 및 트레일 라이딩 구역 

o 방문객들에게 애디론댁 파크에 있는 세계 수준의 여가 목적지를 소개하기 위한 

방문객 정보센터 

o 관광객 숙박시설이 구비된 이벤트 센터 

o 역사적 구조물 내에서 애디론댁 산림 산출물과 로컬 푸드 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보여주는 쌍방향 전시시설 

 

또한 파라독스 맥주공장 (Paradox Brewery)은 2017년에 새로운 게이트웨이 

장소에서 자사의 맥주양조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선별된 뉴욕의 맥주와 

식품을 제공하는 주점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Paradox는 현재 쉬룬 호에서 

테이스팅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2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보조금과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를 포함해서, 최대 200,000달러에 이르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고어 마운틴,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벨에어 마운틴을 개발하는 지원금 2,800 만 

달러: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 (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 시설들을 전환하기 위한 신규 자본 지원금 

2,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고어 마운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의 기존 시설 개선 지원금 2,0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최첨단 스키, 숙박, 

식사, 소매업 분야의 기회가 만들어지며 일년 내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벨에어 마운틴 스키 센터 (Belleayre Mountain Ski Center)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지원금 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UpperHudsonRecreationalMasterPla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UpperHudsonRecreationalMasterPlan.pdf


 

 

• 유티카 병원 (Utica Hospital)을 위한 지원금 3 억 달러: 뉴욕주는 유티카 

다운타운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병원을 짓기 위해 모호크 밸리 의료 시스템 

(Mohawk Valley Health System)에 3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392개의 침상을 

갖춘 750,000평방 피트 규모의 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설은 오래되어 쓸모 

없어진 세인트 루크 병원 캠퍼스 (St. Luke’s Hospital Campus)와 세인트 

엘리자베스 메디컬 센터 (St. Elizabeth Medical Center)를 대체 할 것이며, 향후 

오네이다 카운티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통합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최신식 

병원은 다운타운 지역 내 한 장소에서 응급, 급성 입원 환자, 외래 환자, 1차 진료,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경쟁력있는 지원요청을 통해 지원되는 모호크 밸리 의료 시스템 

(Mohawk Valley Health System)의 프로젝트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티카 다운타운에 

유치할 것입니다. 

• 바이탈 브루클린 (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7 억 달러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바이탈 브루클린 (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을 따라 뉴욕주는 도움이 크게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구조적 폭력과 고착화된 가난과 같은 만성적 격차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8개의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열린 공간과 건강한 식품의 이용 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와 예방적 관리의 이용 기회와 품질을 증진시킴으로써 

헬스케어 시스템을 변혁할 것입니다. 아울러, Vital Brooklyn은 회복력 및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청소년 개발 및 지역사회 폭력 

예방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보다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센트럴 

브루클린을 만들 것입니다. 

• 오와스코 처리 센터 (Owasco Treatment Center)를 위한 지원금 215 만 달러: 

예산 연장안 (Budget Extender)에는 오번시 및 오와스코 타운의 식수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을 위한 지원금 21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 시스템 모두 최근 해로운 남조류가 번식하여 생성된 시아노톡신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오와스코 호수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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