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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의 핑거 레이크스 대상 주요 사항 발표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의 새로운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MADE) 

연구소에 2,000만 달러 투자, 2 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로체스터 시에 지원 주택 

(Supportive Housing) 건설 촉진, 최첨단 웰컴 센터 (Welcome Center) 개발, 뉴욕주 

최고의 공개 행사를 위한 수제 음료 주간 (Craft Beverage Week) 출범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행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전진하는 핑거 레이크스의 경제  

 

또한 핑거 레이크스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사랑해 캠페인 (I Love NY 

Campaign)의 일환으로 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뉴욕주  

 

주지사의 학비없는 대학 제안에 따라 로체스터 시의 10,500 가구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55,750 가구 수혜 예정 

 

신속한 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로체스터에 10 억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2011 년 이후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대한 13 억 달러 이상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는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안한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핑거 레이크스 지역 중점 사항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으로 지난 육년에 걸친 뉴욕주의 재정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중산층을 강화하고, 세금을 줄이며, 뉴욕의 미래에 현명한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부의 7년차에 대한 이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증가를 2%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의 새로운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ducing Embodied-Energy and Decreasing Emissions, REMADE) 

연구소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신식 웰컴 센터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로체스터의 지원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2,000만 달러 제공과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를 선보이는 새로운 수제 음료 주간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예산 (Executive Budget)은 핵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우리의 재정 원칙 기록을 지속하는 

한편, 중산층을 강화하고, 우리의 진보적 가치를 증진시켜 핑거 레이크스 전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대학 학비를 보다 적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조치부터, 처방약 비용을 삭감하고, 아동 보육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만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안은 현명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면적 투자가 고임금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고품질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며,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밝고 강력한 핑거 레이크스를 만들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 주요 사항:  

 주 정부 운영자금 지출액이 2018 회계연도에는 980억 6,0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것임. (주 정부 운영자금은 연방 자금 및 자본지출을 

배제한 것임).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지출 총액은 1,523억 달러임.  

 교육 보조금을 10억 달러까지 총 4.1% 증액하며, 여기에는 학교 보조금 9억 

6,100만 달러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교 보조금 총액은 256억 달러가 

됨.  

 증액 상한선(3.2%)을 전제로, 주 정부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출액을 183억 

달러로 증액함.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55,750 가구를 포함하는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무료 혜택을 

주기 위해 16,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료심사위원회가 무료로 메디케이드에 판매하는 처방약 가격에 상한을 

설정함.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조달품에 대해 미국 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의 제조 및 건설 부문을 보호함.  

 2015 년 이후 핑거 레이크스의 수자원 인프라에 뉴욕주가 제공한 38,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5 년 동안 20억 달러 투자.  

 뉴욕주 아동 보육 및 피부양자 보호 세금 공제액을 두 배로 증액함으로써 뉴욕의 

중산층 가정을 지원함.  

 6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중산층 세금경감제도(Middle Class Tax Cut)를 

개시함으로써, 내년에는 가구당 평균 250달러를 절감시켜주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연간 700달러를 절감시켜줌.  

https://www.budget.ny.gov/pubs/executive/eBudget1718/fy1718littlebook/BriefingBook.pdf%C2%B2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며, 이에 따라 45,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 50%는 뉴욕 주민이 아님. 먼로 카운티의 백만장자 195명을 위한 세금 

감면은 중산층 가족 145,100 가구 대상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금.  

 일반 주택소유자의 2,100 달러 절세를 통해, 핑거 레이크스의 145,000만 달러를 

포함해서 뉴욕주 주택소유자들이 160억 달러를 절약하게 만드는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를 계속 유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59,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10,200 마일이 넘는 도로를 포장하고 2,650개의 교량을 

수리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금 투자.  

 

최신식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 (Finger Lakes Welcome Center) 개발 

 

지난해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Taste NY 매장을 선보이고, 지역별 역사에 

방문객들을 몰입시키며,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여행객을 안내하고, 뉴욕주의 세계적인 

음식 및 음료 제품을 선보이는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Long Island Welcome Center)를 

개관했습니다. 관광산업 및 영농산업이 뉴욕주 경제의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서 

뉴욕주는 주 전 지역에서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Long Island Welcome Center)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을 통해 뉴욕주는 

제네바 방문객 센터 (Geneva visitors’ center)를 최신식 핑거 레이크스 관광산업의 

허브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5,500평방 피트 규모의 제네바 웰컴 센터 (Geneva 

Welcome Center)는 이 지역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내장식을 바꾸면서 

여행객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전 지역이 원산지인 와인, 맥주, 사과주, 

증류주를 전시하는 Taste NY 선물 가게 뿐만 아니라 웰컴 센터에는 핑거 레이크스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동영상 및 길안내를 제공하는 뉴욕을 사랑해 키오스크 (I Love NY 

Kiosks)를 선보일 것입니다. George Eastman, Frederick Douglass, Susan B. Anthony, 

Elizabeth Cady Stanton, Philip Seymour Hoffman, Abby Wambach를 포함하여 핑거 

레이크스가 고향인 역사적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뉴욕주는 또한 새로운 

웰컴 센터에 이르는 명예의 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네바 웰컴 센터 (Geneva Welcome Center)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시설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 충전소  

 야외 피크닉 지역  

 현대화된 시설 및 자동 판매  

 보안 카메라 및 구내 조명 

 

새로운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 (Finger Lakes Welcome Center)는 2017 년 가을 개관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핑거 레이크스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사랑해 캠페인 (I 



Love NY Campaign)의 일환으로 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로체스터 시에서 지원주택 건설 촉진 및 빈곤 퇴치를 위해 2,000만 달러 제공 

 

로체스터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는 양해 각서의 일환으로 이 

도시에 대한 지원주택 건설에 2,000만 달러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2016 년, Cuomo 

주지사는 노숙자 퇴치를 위해 20 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청사진을 제출한 후 뉴욕 주 

전지 역에 1,200 가구의 지원주택의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원주택 단지는 

직업 교육, 상담, 기본적인 정신 건강 관리 치료 및 유지를 포함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뉴욕주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작년에 다음을 포함하여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 세 개의 로체스터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지사가 발표한 기금을 1,600만 달러 가까이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소재한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새로운 핑거 레이크스 

인력 개발 센터 (Finger Lakes Workforce Development Center).  

 로체스터 먼로 빈민 구제 프로그램 (Rochester-Monroe Anti-Poverty Initiative)의 

새로운 “성공 멘토 (Mentors for Success)” 시범 프로그램.  

 오랜기간 유지된 힐사이드 근로 장학금 연결 프로그램 (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 program).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새로운 가구의 지원 주택을 건설하며 요람에서 직업까지 이르는 

인력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주민들을 위한 “번영에 이르는 길 (Pathways to 

Prosperity)”을 촉진하는 지역의 빈곤 완화에 대한 전체론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의 새롭고 혁신적인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MADE) 연구소 설립에 2,000만 달러 투자 

 

뉴욕주는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ducing Embodied-Energy and 

Decreasing Emissions) 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최첨단 연구 허브는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지난 주, 친환경 녹색 제조업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너지부의 제조업 미국 프로그램 (Manufacturing 

USA initiative)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가적 활동을 주도하도록 로체스터 공과 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골리사노 지속가능성 연구소 (Golisano Institute 

for Sustainability)를 선정했습니다.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ducing Embodied-Energy and 

Decreasing Emissions, REMADE) 연구소: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 주도의 

지속가능한 제조 혁신 연합 (Sustainable Manufacturing Innovation Alliance, 

SMIA)의 내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REMADE) 연구소 

는 85 개 이상 제휴기관의 민간 비용 분담 약정에 의한 7,000만 달러와 부합하게 

될 연방기금을 최대 7,000만 달러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은 뉴욕주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당한 공약 덕분에 

미국 에너지부 (DOE)의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5 년간 이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 설립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에 따라 뉴욕주는 

로체스터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경쟁 대회는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신흥 기업들을 유치하여 웨스턴 뉴욕으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폭 넓은 성공을 거둔 최첨단 43North 프로젝트를 모델로 합니다. 

43North와 마찬가지로,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수상 기업은 시상 후 최소 1년간은 

로체스터 지역에 입지해야 합니다. 

 

이 포토닉스 챌린지 (Photonics Challenge)에는 각각 125,000 달러를 받는 10 개에서 15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할 패널이 포함되며,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는 100만 

달러의 대상이 수여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포토닉스에 초점을 맞춘 촉진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인데, 로체스터는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4-6개월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품 

시안을 만들고, 고객을 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초기 시장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로체스터 지역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자산, 자원, 연구소 등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멘토 및 업계 파트너도 소개할 

것입니다.  

 매년의 경진대회는 모든 팀이 공개 포럼에 나와 벤처 투자자, 광학/포토닉스 기업 

및 기타 업계 관계자들이 포함된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대규모 

“시연의 날"로 마무리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세 곳은 추가로 수여되는 “우등 기업 (best 

in class)” 기금 투자를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시상 결과는 시연의 날 (Demo 

Day)에 발표되며 1등 수상자는 100만 달러, 2등과 3등 수상자들은 50만 달러, 

남은 수상자들은 125,000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상 기업들은 시상 후 최소 1년간은 로체스터 지역에 입지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AIM 포토닉스 TAP (Testing Assembly and 

Packaging) 시설 내부 또는 인근, 또는 시블리 스퀘어 사업 촉진 본부 내부 또는 

인근이 권장됩니다. 

 

수제 음료 주간 출범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수제 음료의 다양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뉴욕주 전 지역 홍보 주간을 

제안합니다. 뉴욕주 수제 음료 주간 (New York Craft Beverage Week) 동안 업스테이트 

생산업체들을 세계 최대 시장 중 한 곳인 뉴욕시에 소개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생산업체 200 곳 이상은 각각 9 월의 한 주 동안 업계 최고의 레스토랑 및 유통 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공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레스토랑 세프는 해당 지역의 수제 음료를 곁들인 메뉴 아이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다양한 뉴욕주 수제 음료 제품과 어울리는 요리법을 

작성하기 위해 미국 요리 연구소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뉴욕주 와인 및 요리 

센터 (NYS Wine & Culinary Center) 등과 협력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레스토랑, 바, 

소매점 아울렛 등은 상점과 메뉴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을 부각시켜 독특한 뉴욕주 수제 

음료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및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에 대한 투자 

2011 년부터 뉴욕주는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 우선 순위에 따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RI) 및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프로젝트를 통해 핑거 레이크스에 13억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상금 50,600만 달러와 2010 년 

이후 이 지역에서 22,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5억 달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RI) 기금이 포함됩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은 8.0 퍼센트에서 4.7 

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행정부 예산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7차 라운드 

REDC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경제 성장 추진 및 뉴욕의 인프라 재생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며, 핑거 레이크스의 핵심적 자본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역사적인 약속 또한 이행하고 있으며, 공공 당국과 지역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해서, 뉴욕주는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변혁적 프로젝트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도로 및 교량: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10,200 

마일 이상의 도로를 포장하며 2,650 개의 교량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향후 5 년간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도로 및 교량에 대한 59,3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먼로 카운티에 38,900만 달러, 로체스터 

시에 2,6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Datto, Inc.의 확장 이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200개의 새로운 일자리: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Datto Inc.가 로체스터 

다운타운에 소재한 메트로폴리탄 빌딩의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200개의 신규 첨단 기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회사의 총 고용 규모를 

350여 명으로 확대할 이 사업 확장은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210만 달러 규모의 자본 교부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의 도시 기업가 정신을 위한 센터 (RIT Center for Urban 

Entrepreneurship, CUE) 출범: 로체스터 공과 대학의 도시 기업가 정신을 위한 

센터 (RIT Center for Urban Entrepreneurship, CUE)는 이 지역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최근 로체스터 다운타운으로 이전했습니다. 

CUE로 알려진 이 센터는 도시 다운타운의 혁신 구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기업가 프로그램 및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재구성하고 

도시 지역사회 안에서 부를 구축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의 

도시 기업가 정신을 위한 센터 (CUE)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뉴욕주에서 260만 달러를 수여 받았습니다. 

 먼로 카운티의 새로운 390번 및 490번 주간 고속도로 (I-390/490) / 리옐 애비뉴 

(Lyell Avenue) 인터체인지: Cuomo 주지사는 최근 먼로 카운티의 새로운 390번 

및 490번 주간 고속도로 (I-390/490) / 리옐 애비뉴 (Lyell Avenue) 인터체인지 

공사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게이츠 타운의 390번 

및 490번 주간 고속도로, 390번 도로, 31번 도로가 모이는 곳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90번 주간 고속도로 (I-390) / 

490번 주간 고속도로 (I-490) / 31번 도로 인터체인지 내의 7 개 교량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이 회랑 도로는 약 20만 명의 일일 운전자들에게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 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로체스터 

테크놀로지 파크 (Rochester Technology Park),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 

(Eastman Business Park) 등과의 대단히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핑거 

레이크스 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지역 

경제 개발의 핵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Cuomo 

주지사는 작년에 6,34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개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3,980만 달러의 

기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항은 지속 가능한 설계, 향상된 이용객 경험 및 



증대된 경제적 기회를 갖춘 최첨단 교통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항의 노후 인프라를 터미널 빌딩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를 통해서 재단장할 

것이며, 여기에는 태양광 패널 및 빗물 취수 시설, 새로운 표지판, 강화된 보안 

조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세계 수준의 이용객 경험을 

위한 우수한 쇼핑 및 식사 시설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요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390번 주가 고속도로 진입로 인터체인지: 먼로 카운티의 브라이튼 시에 

있는 16번 출구 (Exit 16)의 390번 주간 고속도로 (Interstate 390)에서 작년 

가을에 새로운 출구 및 진입로가 개통되었습니다. 3,070만 달러 규모의 액세스 

390 (Access 390)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인 이 진입로들은 15A번 도로 (East 

Henrietta Road)와 15번 도로 (West Henrietta Road)가 만나는 주간 교차로의 

이동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i) 북쪽으로 향하는 이스트 헨리에타 

로드 (East Henrietta Road)로 진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구 16B (Exit 16B)가 

포함된 새로운 출구 진입로, (ii) 남쪽 및 서쪽 헨리에타 로드 (South and West 

Henrietta Road)로 향하는 이스트 헨리에타 로드 (East Henrietta Road)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6A 출구 (Exit 16A), (iii) 15A번 도로 (Route 15A)에서 390번 

주간 고속도로 (I-390) 북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진입로.  

 로체스터 기차역: 뉴욕주는 연방 파트너들과 함께, 역내 추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적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며 새로 설계된 중앙 홀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고 더 

넓어진 현대적 역사에서 완전한 승객 경험을 향상시킬 새로운 로체스터 통합역 

(Rochester Intermodal Station)에 2,98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 개발 

Cuomo 주지사는 공원과 계곡을 통과하며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750 마일 길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을 완공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에서는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와 Erie Canalway의 단편적 구간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1단계 프로젝트를 위해서 

5,3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완료되는 경우, 이 트레일 네트워크는 뉴욕시부터 캐나다 국경선까지 허드슨 밸리와 

애디론댁을 통해서, 그리고 올버니부터 버펄로까지 이리 운하를 따라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투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주 차원의 다용도 경로를 만들게 될 것이며, 

뉴욕의 다양한 풍경과 풍부한 역사를 둘러보도록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은 방문객들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힌치 주택 및 공원 사적지 (Hinchey Historical House and Park)  

 팔미라의 성스러운 숲 (Sacred Grove in Palmyra)  

 이리 운하 56번 및 60번 수문 (Erie Canal Locks 56 & 60)  

 마렝고 습지 자연 보호 구역 (Marengo Marsh Nature Preserv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634-million-transformation-greater-rochester-international-airport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ochesterInternationalAirportRenderings.pdf


 몬테주마 국립 야생 동물 보호소 (Montezuma National Wildlife Refuge)  

 하울랜드 섬 야생 동물 관리 구역 (Howland Island Wildlife Management Area).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SUNY 및 CUNY의 모든 2년제 및 4년제 대학 과정에 다니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무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의 등록금 무료 

대학 학위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이런 종류 중에서 국내 최초이며, 참담한 

학자금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최대 소득이 

100,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무료 제도가 즉시 시행되며, 

향후 2년에 걸쳐 연간 최대 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간 1억 

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핑거 레이크스의 55,750 가구와 로체스터 시의 10,500 가구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제한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대안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라이드쉐어 운전자로서의 새롭고 유연한 근로 기회를 추구하는 것 또한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서는 Uber 및 Lyft 등과 같은 교통 네트워크 회사들이 주 

전역에 걸쳐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일적인 허가 요건을 새로 만듭니다. 

 

부동산세 경감 및 지방 정부 의무 면제 

뉴욕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주 정부 소득세 납부액보다 2.5배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취임 이래, Cuomo 주지사는 재산세 상한을 정하고, 지방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허약한 지방 정부를 재건함으로써 이러한 세금 부담과 싸우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은 일반 주택소유자의 2,100 

달러 절세를 통해, 핑거 레이크스의 145,000만 달러를 포함해서 뉴욕주 주택소유자들이 

160억 달러를 절약하게 만드는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의무사항 면제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왔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부담이 과중한 여러 요건들도 철폐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방 정부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주지사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패널들이 소정의 지방 정부 계약액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주 정부 연금 

시스템에 대한 주지사의 개혁조치들은 주 및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대해서 향후 30년에 

걸쳐 800억 달러 이상을 절감시켜줍니다. 



 카운티 전반에 걸친 공유 서비스 재산세 절감 계획 프로그램: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투표권자의 승인을 받은 카운티 전반의 공유 서비스 계획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합니다. 카운티들은 이러한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카운티 내에 

포함된 다른 지방 정부들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 사회 지도자들과도 

협력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계획들에서는 비싼 운송 장비나 비상 장비의 공유 

등과 같이, 중복된 서비스를 없애고,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율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조치를 통해서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세금 절감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납세자들이 2017년 11월 총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이러한 비용 절감 계획들에 대해 투표할 것입니다. 

 

먼로 카운티에는 624 곳의 지방 정부, 230 명 이상의 지방 정부 최고 책임자, 550 명이 

넘는 지방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810 대의 덤프 트럭, 78 대의 도로 건설 기계, 

209 대의 동력삽, 161 대의 다용도 트럭, 1,711 대의 기타 차량, 79 곳의 사무실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 시행 

뉴욕주는 매년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부분 이곳 뉴욕주에 위치한 모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력을 활용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계획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모든 

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에 미국산 상품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주 정부기관들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처방약 가격 억제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서는 처방약 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처방약 비용 총액은 지난 3년에 걸쳐 17억 달러(약 38%)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지사는 처방약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보건 및 경제 

효과로부터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 측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약품이용심사위원회가 권고한 기준가격을 

초과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의 보충적 리베이트를 

요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는 소정의 고가 

처방약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 설정. 이 계획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대비 가격 인상폭을 제한할 

것입니다.  

 고가 약품이 뉴욕주 내로 판매될 때, 해당 약품에 대해 추가 요금 부과. 추가 

요금을 통해 징수된 수입액은 해당 비용이 소비자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 뉴욕 주민들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사들에 재할당될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Pharmacy Benefit Manager (PBM)가 불공정 사업 실무를 

통해서 처방약 가격 인상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PBM의 업무 

활동 규제. 

헤로인 확산 근절 

2016년에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입법화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이 진행을 강화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됩니다.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모두에 대해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승인 요건 

제거.  

 합성 마약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펜타닐 유사품을 뉴욕 규제약물목록에 추가.  

 처방기관이 될 헬스케어 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부프레노르핀 

치료 기회 확대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원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되는 위기 대응 센터 설립.  

 “의사 쇼핑(doctor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부서 처방자들이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록부를 확인할 의무 부과.  

 회복 최종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뉴욕 최초의 회복 고등학교 설립.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제정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깨끗한 물 프로그램들에 전례 없는 투자를 개시하고, 환경 

및 여가 시설들에 대한 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며, 환경보호기금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금 

수준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환경, 공원 및 농업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 정부 자금 지원을 

지속합니다. 

 

현재 및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에 따른 조치를 개시합니다. 5개년에 

걸쳐 연간 4억 달러씩 자금이 투입되는 이 역사적 투자는 중요한 식수, 폐수, 그리고 

수원지 보호 계획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2015 년 이후 핑거 레이크스의 

수자원 인프라에 이미 제공한 3,850 만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의 재정은 경기 불황의 수렁과 종전의 고지출 

시대를 벗어나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취임 전에는, 연간 주 

정부 예산이 세입보다 60%(또는 5개 예산마다 3개씩) 더 빨리 증가되었으며, 전체 

기간에 걸친 지출은 세입 증가율 6.2%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대략 7.0%의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2% 지출 벤치마크의 채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러한 

동향이 반전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이러한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를 확대하고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전념을 강화합니다. 

 7년 연속 2% 아래로 유지된 주 정부 지출 증가: 행정부 예산은 주 정부 운영자금의 

연간 지출 증가율을 1.9%로 유지합니다.  

 주 정부의 잔존 부채는 연속해서 5번째 연도에도 감소될 예정: 주 정부 관련 잔존 

부채는 이번 행정부 기간 동안 2012 회계연도의 564억 달러에서 2017 회계연도 

말에 508억 달러로 감소되어왔습니다. 이번은 주 정부 잔존 부채 수준이 연속해서 

감소되는 5번째 연도가 될 것입니다.  

 뉴욕의 신용등급 향상: 뉴욕주는 현재 1972년 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보금 증가: 계획된 또 다른 예치금 1억 5,000만 달러를 통해서 유보금은 

기록상 최고 수준인 25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기관 운영지출은 낮게 유지됨: 주지사 취임 이래, 주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은 지속적인 행정기관 재구성 및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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