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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북부 아젠다 세부 사항 –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북부 투자를 나타내는
북부 뉴욕을 대상으로 한 100억
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난 4년 동안, 주에서는 자본 북부 투자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Rochester Rotary와 Rochester 비즈니스 연합에 북부
지역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100억 달러의 자본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는 그의
북부 아젠다와 집행 예산에 관한 연설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Rochester로
이동하였습니다.
자본 투자에의 100억 달러는 현대 역사에서 북부 지역을 위한 투자 중 가장 높음
금액이며 지난 4년간 주에서는 북부를 위한 자본 투자에 150억 달러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연설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REDCs)와
새로운 프로그램인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URI)를 위한 북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2개의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북부 뉴욕은 주 정부에서 보아온 것을 수십 년간 방치 한 후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정치사에서 지역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진행을
영구적으로 만들 시간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단지 지역으로 자본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재능과 정교함과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부 지역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지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있으며 앞날은 더 밝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 사회는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서 우리의 북부 경제 활성화 계획을 올해 통과 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표는 주지사의 북부 의제와 2015-16 집행 예산에 포함된 자본 투자에 100억 달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15-16년
년 북부의 자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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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달러)
고등교육
SUNY State-Operated and Statutory Colleges

218,000

SUNY Community Colleges

108,000

합계

326,000

대중교통,
대중교통 경제 개발,
개발 에너지 및 환경
Parks NY Works

74,000

환경 보호 교부금

52,300

주 박람회 자본

3,500

주 박람회 활성화

50,000

Hudson Valley 및 Southern Tier 농장 이니셔티브

50,000

NYS 농업 시험장

3,100

에너지를 위한 고급 그리드 혁신 연구소

35,000

76 West 청정 에너지 경쟁

20,000

서부 뉴욕 핵 서비스 센터

12,500

MTA 메트로 북부 경험
전환 자본

350,000
16,600

고속도로 및 교량(DOT & CHIPS)

1,500,000

고속도로 안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뉴욕 새로운 교량

4,000,000

REDCs
Clarkson-Trudeau 제휴

600,000
5,000

올림픽 지역 개발당국 자본 개선

10,000

NY SUNY 2020

49,500

북부 활성화 이니셔티브

1,500,000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

500,000

전환 가능한 인프라

65,000

Cornell Veterinary College

19,000

Binghamton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50,000

뉴욕 전기 전자 제조업 컨소시움

33,500

합계

8,999,000

건강,
건강 휴먼 서비스 및 주택
SH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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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0

Oneida 카운티 보건 시설 전환

300,000

농촌 보건 전환을 위한 교부금

400,000

저렴한 무주택자 주택

153,000

합계

873,700

공공 보호 및 일반 정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Harriman 주 캠퍼스

1,870
151,000

북부 빌딩 (Dulles, Homer Folks)

1,450

OGS 빌딩을 위한 예방적 관리

15,075

OGS 빌딩을 위한 재활 및 개선

8,075

합계

177,470

총계

10,376,170

40억 달러 새로운 뉴욕 교량 자금은 북부 통행료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2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속도로 안정화 프로그램에서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의제의 중심에는 2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DCs)의 제5기, 새로운 프로그램인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URI)입니다.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 소개:
소개
1월 주지사에 의해 발표, 제안된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는 Buffalo Billion의 검증된 성공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뉴욕 북부 지역에 걸친 지역은 그들의 목표한 경제 변화
계획을 추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경쟁 하에서 북부 지역(뉴욕 서부
제외)은 3개의 상으로 구분되는 150억 달러를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수상자는 5 년간
5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소개:
소개
2011 년 주지사가 시작한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REDCs)는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하향식의 Albany 중심의 경제 개발 원조 분배
대신 주의 10개의 지역은 성장을 위한 강점과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매년 지역
경제 개발 수상을 통한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 프로젝트와 함께 매년 경쟁력 있는
지원자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REDCs는 수상을 통해 15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성을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3,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제5차에 대한 집행 예산에 7억 5000만
달러를 포함하였으며 약 6억 달러가 북부 뉴욕에 할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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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 및 지역 경제 발전 수상이 올해 협력할 것입니까?
것입니까
디자인으로,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 및 지역 경제 발전 수상은 주지사의 높은 초점과 올해
인상된 주의 일자리 창출의 투자에서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행될 것입니다.
북부 지역(뉴욕 서부 제외)은 5년에 걸쳐 지급되는 5억 달러의 3개 중 하나를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나머지 7개의 지역은 주 전체에서 REDC 자금에서 7억 5000만 달러
대부분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 REDC 자금의 대부분 경쟁 적은 지역이 경쟁하여, 각
지역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북부 활력 이니셔티브 및
지역 경제 발전 상과 함께 약 최고 1억 3000만 달러에서 최저 9000만달러까지 수여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
2015년 북부 활력 및 REDC 경쟁:
• 3억
억 달러 - URI (3곳의 URI 우승 지역에 1억 달러씩, 첫해 약속)
• 7억
억 5000만
만 달러 - REDC 기금(기관 프로그램 자금 5억 3000만 달러와 경쟁
보조금 및 세액 공재에서 2억 2000만 달러, 약 6억 달러가 북부에 할당 될 예정)
URI의 수상자(3개의 북부 지역)는 각각 약 1억 3000만 달러(URI에서 1억 달러, REDC
기관 프로그램 자금에서 30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음과 같은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성과 및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에
배정된 자금6억 6,000만 달러의 REDC의 나머지 자금을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 3 지역은 각각 1억 5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경쟁 보조금 및 공제, 기관
프로그램 자금)
• 4 지역은 각각 약 9,0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경쟁 보조금 및 공제, 기관
프로그램 자금)
비교의 포인트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최고 REDC 상 수상자는 약 8,300만 달러를 받았고
이는 올해의 최저 수상자는 과거의 최고 수상자보다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최저 지역은 4,900만 달러 정도를 받았으며 이는 올해 최저 지역이 받을 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2011-2014년 사이에, 평균 REDC 수상은 약 7,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떤 지역도 뒤쳐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켜본 경쟁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비즈니스, 교육,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장기적이고 인상적인 경제 비전을
개발하기 위함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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