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의 

웨스턴 뉴욕 관련 주요 내역들 발표 

 

2018 년 주정부 예산 (2018 State Budget)이 촉진하는 주지사의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 

 

웨스턴 뉴욕의 납세자 345,000 명을 대상으로 70 년만의 최고 수준 감세 

 

주지사의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의 2 년제 및 

4 년제 공립 대학에 다닐 자격이 있는 웨스턴 뉴욕 전체 가구 중 약 80 퍼센트의 가구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에 기록적인 258 억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 작년 대비 4.4 

퍼센트 증액 

  

웨스턴 뉴욕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성장 및 일자리 만들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버펄로 

빌리언 2 (Buffalo Billion2) 프로그램에 5 억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웨스턴 뉴욕 예산의 주요 내역들을 보여주는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중산층을 강화하고 세금을 경감하며 뉴욕의 미래에 

현명한 투자를 하면서 지난 6년에 걸친 주정부의 재정 원칙을 확립하는 2018년 주정부 

예산 (2018 State Budget)의 웨스턴 뉴욕 주요 내역들을 발표했습니다. 7 년 연속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 증가율은 2 퍼센트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주요 내역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의 주요 내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자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여 34 억 달러의 세수 유지.  

• 뉴욕 주민 6 백만명을 위해 중산층 감세 개시. 처음 4 년 동안, 웨스턴 뉴욕 

납세자들은 35,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319 달러가 될 

https://www.youtube.com/watch?v=yFfes1kAdD0&feature=youtu.be
https://youtu.be/yFfes1kAdD0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345,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51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SUNY 및 CUNY에 다니는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1억 6,300만 달러 투자. 웨스턴 뉴욕에는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수혜 자격이 있는 68,712 가구가 있습니다.  

• 새로운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은 4.4 퍼센트 증액된 총액 258억 달러로 재단 

보조금 (Foundation Aid) 7억 달러 증액분을 포함하여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 11억 달러 증액.  

• 웨스턴 뉴욕에 9,600 명의 소득세 신고자들에게 평균 181 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총액 약 170 만 달러를 지원하는 뉴욕주 

아동 및 부양 가족 세금 공제 (New York Stat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배증. 

웨스턴 뉴욕에 혜택을 주는 전략적 투자의 주요 내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실행에 

25억 달러 지원  

• 뉴욕주 전 지역의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7차 라운드에 75,000만 달러 지원  

• 버펄로 빌리언 2 (Buffalo Billion2)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지원 - 일부 포함:  

• 이스트 사이드 쪽과 치크토와가의 황폐화된 지역을 되살려 재투자하기 위해 

6,000만 달러 지원  

• 일자리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개발 기금 (Workforce Development Fund)에 

1,000만 달러 지원  

• 제임스타운에 미국 최초의 국립 코미디 센터 (National Comedy Center) 설립을 

위해 830만 달러 지원  

• 다음과 같이 구성된 지자체를 위해 21,350만 달러 지원:  

• 지자체를 위한 보조 및 인센티브로 21,230만 달러 지원  

• 비디오 복권 단말기 재정 보조금 (Video Lottery Terminal Impact Aid)으로 120만 

달러  

•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주립 다중 용도의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을 만들기 위해 2억 달러 지원  

• 웨스턴 뉴욕의 도로 및 교량을 위해 17,000만 달러 지원  

• 아이 러브 뉴욕 (I ❤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7,000만 달러 지원  

• 웨스턴 뉴욕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1,600만 달러 지원  

• 1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 지역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2 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웨스턴 뉴욕의 한 곳의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자동차 합승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New York State Budget)에 포함된 뉴욕주 

전 지역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웨스턴 뉴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 포함된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 및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주지사의 획기적인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 설립 

 

이 예산은 연간 최대 125,000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근로 가정들을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2 년제 및 4 년제 대학에 적정가격의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도록 주지사의 획기적인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 

(Excelsior Scholarship Program)을 제정합니다. 웨스턴 뉴욕 가정 68,712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웨스턴 뉴욕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본 기금으로 5,55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인 K-12 교육 지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 성과를 

강화하고 고품질 학습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진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은 258억 달러 또는 4.4 퍼센트 증액된 금액으로 

재단 보조금 (Foundation Aid) 7억 달러 증액분을 포함하여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11억 달러의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을 증액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학교 보조금 (School Aid)은 지난 6년에 걸쳐 62억 달러 또는 

32 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재단 

보조금 (Foundation Aid) 5,010 만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웨스턴 뉴욕의 학교 보조금 

(School Aid)을 9,080만 달러 증액합니다. 

 

감세 및 지방 정부 지원 

 

웨스턴 뉴욕의 납세자 345,000 명을 위한 중산층 감세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중산층 감세를 시작합니다. 처음 4 년 동안, 웨스턴 뉴욕 납세자들은 35,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319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345,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51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assage-fy-2018-state-budget


 

 

웨스턴 뉴욕의 9,600 가구를 위해 배증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이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으로 200,000 가구 

이상의 중산층 가정이 그들의 자녀를 보다 적정 비용으로 보육하는 것을 돕게 될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이 새로운 세금공제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 중인 뉴욕주 자녀 및 피부양자 보육 세금공제 

(New York Stat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60,000달러에서 150,000 달러 사이의 소득 가정에 대한 혜택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서 

가구 당 평균 공제액 총액이 169 달러에서 376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아동 및 부양 가족 세금 공제 (New York Stat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의 제정을 통해 웨스턴 뉴욕 소득세 신고자 9,600 명에게 평균 181 달러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고 총액 약 170 만 달러를 이 지역에서 감세받게 됩니다. 

 

지방 정부의 재산세 감면 및 비용 절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활동을 지속하고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의 성공을 토대로 합니다. 뉴욕의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주정부 소득세 납부액보다 2.5 배 더 많은 지방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 

예산은 카운티들에게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납세자 감면 효과를 찾기 위해 지방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지방 정부의 비용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 계획은 청문회와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 자치체를 지원하는 주정부 보조금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웨스턴 뉴욕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21,230 만 달러를 유지하고 비디오 복권 단말기 재정 보조금 

(Video Lottery Terminal Impact Aidl)으로 120만 달러를 유지합니다. 

  

연방 보조금 (Federal Aid)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신축성 제공 

  

워싱턴의 위협이 곧 닥칠 것으로 보이면서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연방 보조금의 커다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연도 동안 주정부가 지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원 

또는 비 메디케이드 (Medicaid) 연방 정부 지원이 85,000만 달러 이상 감소할 경우 

뉴욕주 예산 국장은 지출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주의회가 90 일 이내에 그들 자신의 계획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펄로 빌리언 2 (Buffalo Billion2, BB2) 프로그램에 5 억 달러 지원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투자가 웨스턴 뉴욕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한 비즈니스 성장, 일자리 만들기,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길을 닦아주도록 변모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전략적 투자로 인해 퀸 시티는 

주거하면서 일하고 싶은 세계적 목적지로서의 명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버펄로에서 뿌리를 내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여 웨스턴 뉴욕에서 가정을 일구고 있습니다. 버펄로 역사상 최고의 

고용 지원을 받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 지역의 적정 가격 자산 가치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9 퍼센트 이상에서 6 퍼센트 정도로 급감했고 카날사이드 

방문객들은 2010 년 이후 열배 이상 증가했으며 리버밴드의 테슬러 사 (Tesla)는 

리퍼블릭 스틸 (Republic Steel)에서 만들어 내는 재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 합의는 지난 6 년간의 성공에 토대를 

두고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환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에 대한 전례없는 투자는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시상 과정을 통한 

상향식 접근 및 자금 지원을 활용하여 다운타운, 교외, 주변 지역 간의 연결을 강화할 

것입니다. 

  

초기 버펄로 빌리언 2 (BB2) 재정 지원 프로젝트들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및 스마트 경제 성장 활동: 

• DL&W 터미널 (DL&W Terminal):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재개발하고 메트로 철도 

(Metro Rail)를 터미널까지 확장하기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 메트로 철도 (Metro Rail)를 애 머스트로 (Amherst) 연장: 애머스트로 연장하는 

사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위한 공약 500만 달러.  

• 아우터 하버 (Outer Harbor) 개발 목표로 삼은 투자를 통해 추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아우터 하버 (Outer Harbor)를 지속적으로 재개발.  

• 버펄로 블루웨이(The Buffalo Blueway): 웨스턴 뉴욕 지역의 수로 및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에 주민과 방문객들을 연결하기 위한 18 곳의 새로운 선착장 

및 보트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워터프론트에 진입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림.  

• 이스트 사이드(East Side) 활성화 이니셔티브: 경제적 성장 및 지역사회 성장을 

개선하고 촉진하도록 버펄로 동쪽의 회랑 도로를 재구상하기 위한 5,000만 달러 

투자. 4,500만 달러 규모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의 기존 노스랜드 

회랑도로 (Northland Corridor) 투자에 기반하여,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는 제조업 분야의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웃으로서의 

노스랜드 회랑도로 (Northland Corridor)의 미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가 부지 

확보, 재개발지역 개선, 부지 만들기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이 예산에는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와 치크토와가의 황폐해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좀비화된 

부동산 및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1,000만 달러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삶: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와 치크토와가의 황폐해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좀비화된 부동산 및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1,000만 달러 투자.  



 

 

• 신 공업 단지: 1,0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선진화된 제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 에이커의 땅을 산업 단지로 변화시키려는 베들레헴 

스틸 (Bethlehem Steel)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력 강화 

•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 (Buffalo Manufacturing Works):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 (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현재 자사의 임시 위치에서 이전하여 

노스랜드에 제조업 및 에너지를 위한 웨스턴 뉴욕 인력 교육 센터 (Western New 

York Workforce Training Center)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130,000 명이 넘는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먼 

길을 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트 사이드와 그레이터 버팔로/나이아가라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인력 개발: 버펄로의 사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성장함에 따라 고용 및 

기타 산업 요구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기금 (Workforce Development Fund) 설립.  

• 교육 우선 정책 (Say Yes to Education):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 전 지역에서 

강력한 인력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교육 우선 정책 (Say Yes to Education initiative)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고등 교육으로의 전환 준비. 

성장하는 관광산업: 

• 나이아가라 폭포 다운타운: 도시 전역의 경제 성장을 재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의 역사적인 다운타운 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  

• 나이아가라 협곡 회랑도로 (Niagara Gorge Corridor): 19 세기 후반 이후 녹지 

공간의 확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협곡 회랑도로 (Niagara Gorge 

Corridor)의 135 에이커 회수.  

• 생태 복원: 미래 세대에 대한 협곡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게 될 생태 복원을 

완료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협곡 회랑도로 (Niagara Gorge Corridor)에 최대 100만 

달러 투자  

• 야외 레크리에이션: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즐길 수 있는 보다 

많은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4 개 주립공원에서 새로운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s, RFP) 발행.  

• 국립 코미디 센터 (National Comedy Center): 미국 최초의 국립 코미디 센터 

(National Comedy Center)를 완공하기 위한 83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와 제임스타운의 Lucille Ball 출생지 활용.  

• 웨스턴 뉴욕의 자체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2016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과 

마찬가지로, 그레이터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 근교의 교외 소도시와 빌리지 및 



 

 

타운들의 다운타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지 개발 전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원금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 달러 투자. 

혁신과 기업가 정신 장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43North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과 

젊은 전문가들을 버펄로에 유치하여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그램의 2단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3North 경진 대회의 향후 5 년간 그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2,500만 달러의 투자에는 강화된 멘토십과 

43North 지분 참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3North는 또한 생명 과학 및 기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의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될 혁신 허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43North를 위한 기금에는 

혁신과 기업 성장을 열망하는 버팔로 지역의 소수계 기업 및 여성 소유 기업들을 위해 

기업 경진대회인 “더 피치 (The Pitch)”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및 생명 과학 분야 지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웨스턴 뉴욕의 급성장하는 생명 과학 

산업의 촉매 역할을 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BNMC)에 위치한 

버펄로 대학교 의대 (University at Buffalo Medical School)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투자로 2012 년 이후 105 퍼센트 증가한 이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롭게 확장된 인큐베이터, 가속기, 실험실, 제조업체 

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는 기업가 생태계의 일부로서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교에서 창안된 지적 재산을 보다 낫게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은 또한 생명과학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및 인프라 투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버펄로 빌리언 2 

(BB2) 프로그램 외에도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웨스턴 뉴욕 웰컴 센터 (Western New York Welcome Center)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그랜드 아일랜드에 

위치한 새로운 웨스턴 뉴욕 웰컴 센터 (Western New York Welcome Center)에 

투자합니다. 이 센터는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900,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의 관광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가될 것입니다. 이 웰컴 센터 

(Welcome Center)는 웨스턴 뉴욕 지역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와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일년 내내 운영되며, 시설에는 지역의 역사적인 정보 및 대화형 관광 정보 안내 

키오스크, 어린이 놀이터, 전기 차량 충전소, 오토바이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금 1,000 만 달러를 포함하여 제 2 단계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위한 지원금 1 억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성공적인 제 2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지원할 1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주민, 방문객, 기업체를 다운타운으로 유치해서 유지하기 위해 

변모된 주거시설, 경제 개발, 교통,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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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곳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교통 

  

웨스턴 뉴욕의 도로 및 교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 17,000 만 달러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인프라 및 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1000억 달러 계획은 우리 공항의 모습을 재구상하고 

우리의 대중 교통 허브의 수용력을 높이며 우리의 지하철, 버스, 통근 열차 네트워크 등을 

현대화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재건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웨스턴 뉴욕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투자를 지원합니다.  

• CHIPS 프로그램, 뉴욕 도로포장 (PAVE NY) 프로그램, 혹한의 겨울 복구 

(Extreme Winter Recovery) 프로그램에 6,370만 달러 지원  

• 버팔로시에서 5번 주립 도로 (State Route 5) 스카이웨이 브리지 (Skyway 

Bridge)를 복구하기 위해 2,400만 달러 지원  

• 웨스트 알몬드에서 앨러게니 카운티의 알몬드 타운 소재 스튜벤 카운티 

경계선까지 86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6)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1,07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의 BNMC 소재 메인 스트리트 (Main Street)와 엘리코트 스트리트 

(Ellicott Street) 사이의 앨런 스트리트 (Allen Street)를 확장하여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10만 달러 지원  

• 셔터쿼 카운티의 프랜도니아 빌리지와 폼프랫 타운의 20번 도로 (Route 20)와 

60번 도로 (Route 60) 교차로 접근시 이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위해 33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의 애머스트 타운에 있는 에반스/홉긴스 (Evans/Hopkins)에서 78번 

도로 (Route 78)까지 324번 도로 (Route 324)의 도로 표면 복구를 위해 270만 

달러 지원  



 

 

•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190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190)에서 윌리엄 로드 

(Williams Road) 동쪽 방향까지 라살 고속도로 (Lasalle Expressway) 상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150만 달러 지원  

• 리드 스트리트 (Reed Street)에서 올린 시와 앨러게니 빌리지에 있는 86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6) 동쪽 방향 진입로까지 올린 웨스트 시티 경계선 및 

954E번 도로 (Route 954E)에 이르는 86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6)의 서쪽 

417번 뉴욕 도로 (NY 417)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14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또한 버스 및 경전철 서비스를 위해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청 (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 5,25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웨스턴 뉴욕 소재 주립공원 및 사적지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 복원을 위해 

1,05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2017 회계연도 (Fiscal 

Year 2017) 보다 3,000만 달러가 증액되어 뉴욕 워크스 프로그램 (New York Works 

Program)을 통해 주립공원들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금 1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예비 계획에 근거하여, 웨스턴 뉴욕 주립 

공원 및 사적지 (New York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는 뉴욕 워크스 프로그램 (New 

York Works) 기금 조성으로 1,05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앨거게니 주립공원 (Allegany State Park)에서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38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레드 하우스 브리지 (Red 

House Bridge)와 댐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1 단계를 시작하고 퀘이커 레이크 

지역을 담당하는 하수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38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Niagara Falls State Park)의 유틸리티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3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Niagara Falls State Park)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3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립공원인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Niagara Falls State Park)은 일년 내내 개장하는 새로운 풍력 체험관 (Cave of the Winds 

Experience Building)의 동굴을 포함한 공원 유틸리티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이 체험관은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자연 역사 및 문화 역사를 다루는 

새로운 대화형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 

  



 

 

기록적인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이 프로그램의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기금인 3억 달러를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투자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4,1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지원금 8,600만 달러, 공공 녹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15,400만 달러,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1,9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자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스카자쿠아다 크리크 (Scajaquada Creek): 이 환경보호기금 (EPF)에는 이리 

카운티에 위치한 스카자쿠아다 크리크 (Scajaquada Creek) 청소를 위한 100만 

달러의 정부 지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 예산에는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뉴욕주 진 

지역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에 대한 지원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교부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웨스턴 뉴욕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817,000 달러가 넘는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 Pfeiffer Nature Center and Foundation Inc.  

• 제임스타운 오듀본 학회 (Jamestown Audubon Society)  

• 버펄로 자연과학 학회 (Buffalo Society of Natural Sciences)  

• Zoological Society of Buffalo, Inc.  

• 나이아가라 수족관 재단 (Niagara Aquarium Foundation) 

• 지자체 공원 및 사적지 (Municipal Parks and Historic Sites). 이 환경보호기금 

(EPF)에는 또한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뉴욕주 진 지역의 지자체 공원 

및 사적지 (Municipal Parks and Historic Sites)에 대한 지원금 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교부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웨스턴 뉴욕 기관 및 지역 기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200만 달러가 넘는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 Lockport Locks Heritage District Corporation  

• 버펄로 타운의 제 1 장로회 (First Presbyterian Society)  

• Gowanda’s Historic Hollywood Theatre, Ltd.  

• 카내디어 타운  

• Jamestown Renaissance Corporation  

• 프랜도니아 빌리지  

• 이리 카운티 

의료 서비스 및 행복에 투자 

  

웨스턴 뉴욕 의료 시스템 (Western New York Health Systems)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155,700 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의 새로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 프로그램 하에서 올해 이루어질 지역별 시상에 더하여 웨스턴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지출금 

15,57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기금 필수 프로젝트에서 재지출금으로 지원되는 15,570만 달러의 투자는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보다 실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 

주에서 4 년 동안 약 33 억 달러를 기부해서 만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전 

지역의 주요 자본 및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통합해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의 일부입니다. 

  

Roswell Park 암센터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금 

10,26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Roswell Park를 

지원하기 위해 10,260만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자본 지원에 3,600만 달러를 포함하며 

암 연구, 임상의 및 연구원 교육, 암 예방 및 교육, 환자 치료의 핵심 기능을 지원합니다. 

 

웨스턴 뉴욕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1,60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1,6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 내역: 55 개의 주거 치료 침상, 100 

개의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 슬롯, 1 곳의 지역사회 연합, 2 명의 가족 지원 안내사, 2 

명의 동년배 참여 프로그램, 1 개의 사춘기 클럽하우스, 1곳의 회복 공동체 및 복지 센터, 

7일 24시간 대기하는 긴급 액세스 센터. 

  

웨스턴 뉴욕에 있는 10,000 명의 직접 의료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2,000 만 

달러를 이용하여 직접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웨스턴 뉴욕의 직접 

간호 인력 및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2,000만 달러를 이용하는 

새로운 주정부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기금으로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정신보건국 

(Office of Mental Health), 알콜 중독 및 약물 남용 방지 사무국 (Office for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10,000 명의 직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의료 종사자들은 또한 6.5 퍼센트의 

급여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2 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으로 비영리 단체들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일을 

지원하여 업계에서 더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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