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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항후 5년간 인프라에 1,500억 달러 투자 발표

새로운 뉴욕 건설을 위한 교통, 환경,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및 주택에 대한
역사적인 공약
675,000 개의 일자리 만들기 지원

이전의 기록적인 1,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삼은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앞으로 5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고정 자산에 대한 이 역사적인 투자는 주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1,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0
회계연도(FY 2020)부터, 이 자본 프로젝트는 (1) 교통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을 재건하고,
(2)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건축하며, (3)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하고, (4) 21 세기
학습을 위해 새롭고 우수한 학교 건물을 지으며, (5) 새로운 환경과 공원 시설들을
만들고, (6) 우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지원하며, (7)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675,000 개를 만들고 그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치와 무대책으로 반세기가 지난 후, 뉴욕은 다시
한 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 투자는 이미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미 번창하고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에 대한 이 기록적인 공약은 우리의 추진력으로 발전할 것이며 비전과
야심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나머지 지역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1,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1,5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은 주정부, 연방 정부, 지방 정부, 공적 기관, 민간 투자의 조합으로 재정
지원합니다. 주정부의 채무는 저렴한 수준의 법정 채무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
주정부의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는 현 행정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지사가 취임했을 때 보다 채무가 적어졌습니다.

뉴욕 주민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미 마리오 쿠오모 브리지(Mario Cuomo Bridge)에서 2
번 애비뉴 지하철(2nd Avenue Subway)과, 다운타운의 활성화 및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기존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통해 조성된 고정
자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5만 개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뉴욕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출범
이후, 뉴욕주 경제는 지난 88 개월 중 76 개월 동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계획은 675,000 개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 세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중 교통,
철도, 공항, 고속도로, 뉴욕주 전 지역의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에 660억 달러 투자.
o 제이에프케이 진입로(JFK Access) - 반 위크 고속도로(Van Wyck
Expressway) 2 단계 및 3 단계
▪ 헌츠 포인트(Hunts Point)/브루크너(Bruckner) 2 단계 및 3 단계
▪ 시러큐스의 81번 주간 고속도로(I-81) 재구성
▪ 항만청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
▪ 브루클린 마린 터미널(Brooklyn Marine Terminal) 및 레드 훅
터미널(Red Hook Terminal)
▪ 뉴버그-비콘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의 상판 교체 공사
▪ 지하철 시스템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고정 자산으로의 주요 업그레이드 공사

•

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을 재건하며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320억 달러 투자
o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그린 뱅크(NYSERDA Green Bank) 투자
▪ 청정 에너지 기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제(Clean Energy Standard
Renewable Energy Credits)
▪ 뉴욕-태양광 프로그램(NY-Sun Program)
▪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 환경시설공사 청정 수자원 주정부 회전 기금(EFC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 뉴욕주 슈퍼펀드(State Superfund)
▪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재 보전 사무국(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

지역 전략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110억 달러 투자
o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수여
▪ 하이테크 자본 투자에 대한 주정부 제휴

•

뉴욕 주민을 위한 양질의 안전하고 튼튼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90 억 달러 투자

•

교육청이 21 세기 학습 공간을 갖춘 새롭고 우수한 학교 건물을 짓도록
돕기 위해 190억 달러 투자

•

뉴욕주립대학교(SUNY) 및 뉴욕시립대학교(CUNY) 건물, 주정부 의료
시설, 기타 고정 자산을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해 130억 달러 투자

현재 1,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획은 일자리 약 450,000개 창출을 지원하며, 다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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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본 계획(MTA Capital Plan)
도로 및 교량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고설즈 브리지(Goethals Bridge)
존 F. 케네디 공항(John F. Kennedy Airport) 재단장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Airport)
라구아디아 에어트레인(LaGuardia AirTrain)
시러큐스 국제 공항(Syracuse International Airport)
엘마이라-코닝 공항(Elmira-Corning Airport)
플래츠버그 국제 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이타카 공항(Ithaca Airport)
주택 계획 기금(Housing Plan Capital)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교량 및 터널 계획(MTA Bridges and Tunnels Plan)
병원 기금(Hospital Capital)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우드베리 대중교통 허브(Woodbury Transit Hub)
깨끗한 물 인프라(Clean Water Infrastructure)
버펄로 어린이 병원(Buffalo Children's Hospital)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전환 공사
펜-팔리(Penn-Farley)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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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프로그램(Broadband)
공원 기금 지원 프로그램(Parks Capital Program)
스태튼 아일랜드 방파제(Staten Island Seawall)
스키넥터디 트레인 스테이션(Schenectady Train Station)
나이아가라 폴스 트레인 스테이션(Niagara Falls Train Station)
로체스터 트레인 스테이션(Rochester Train Station)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
윌렛츠 포인트 컴플렉스(Willets Point Station Complex)
생활과학 기금 투자
다운타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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