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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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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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 관련 주요 내역 발표 

  

주지사가 공개한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의 5,370 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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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Recovery Act)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납세자 321,000 명 이상을 대상으로 70 년만의 최고 수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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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년제 공립 대학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 전체 가구 중 약 79 퍼센트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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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퍼센트 증액 

 

로체스터 시의 지원주택 건설을 위해 2,0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개시하기 위해 1,0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핑거 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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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 주요 내역들을 발표했습니다. 7 년 연속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 증가율은 2 퍼센트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예산의 주요 내역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의 주요 내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RIABoards.pdf
https://www.youtube.com/watch?v=jSEQxkPN0d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SEQxkPN0d0&feature=youtu.be


• 부자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여 34 억 달러의 세수 유지.  

• 뉴욕 주민 6 백만명을 위해 중산층 감세 개시. 처음 4 년 동안, 핑거 레이크스 지역 

납세자들은 33,3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345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321,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64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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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6,300만 달러 투자.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는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수혜 자격이 있는 55,747 가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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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Foundation Aid) 7억 달러 증액분을 포함하여 학교 보조금 (School Aid) 

11억 달러 증액.  

•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9,100 명의 소득세 신고자들에게 평균 193 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총액 약 180 만 달러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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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Credit) 배증.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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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위해 20,900만 달러 지원  

•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주립 다중 용도의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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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이 구성된 지자체를 위해 10,300만 달러 지원:  

• 지자체를 위한 보조 및 인센티브로 9,980만 달러 지원  

• 비디오 복권 단말기 재정 보조금 (Video Lottery Terminal Impact Aid)으로 3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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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을 위해 7,000만 달러 지원  

• 로체스터 시의 지원주택 건설을 위해 2,000만 달러 지원  

• 로체스터 공과 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에서 REMADE 

Institute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2,000만 달러  

•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1,200만 달러 

지원  

•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개시하기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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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ive)의 2 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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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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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가정 55,747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본 기금으로 1,6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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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만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학교 

보조금 (School Aid)을 6,020만 달러 증액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이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로체스터를 포함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 대상인 

뉴욕주의 16개 지역사회에서 공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자금 3,500만 달러를 

통해서 뉴욕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 투자액을 증액합니다. 이 새로운 기금은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해 22,000 곳의 추가 지점을 만들 예정입니다. 

  

감세 및 지방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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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납세자 321,000 명을 위한 중산층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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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감세를 시작합니다. 처음 4 년 동안, 핑거 레이크스 지역 납세자들은 33,3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345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321,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64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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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부양 가족 세금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의 제정을 통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 소득세 신고자 9,100 명에게 평균 193 달러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고 총액 

약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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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과 인센티브 

9,980만 달러 및 비디오 복권 단말기 재정 보조금 (Video Lottery Terminal Impact Aid) 

320만 달러를 포함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10,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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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및 인프라 투자 

  

교통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을 재구상하기 

위해 3,980 만 달러 지원 

  

이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구식 교통 허브를 

최신식 교통 센터로 전환하는 5,3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을 지원하는 3,980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태양열 패널 및 빗물 취수 시설, 

새로운 표지판, 강화된 보안 조치,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술, 

전반적으로 여행객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쇼핑가 및 식당가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터미널 빌딩의 대규모 재설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공항의 새로운 렌더링을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강화하기 위해 20,900 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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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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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eme Winter Recovery) 프로그램에 5,56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의 게이츠 타운 소재 390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390)와 490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490) 인터체인지를 재건하기 위해 4,900만 달러 지원  

• 올리언스 카운티 소재 이리 운하 (Erie Canal)의 운하 교량 6개를 수리하기 위해 

1,100만 달러 지원  

• 로즈 드라이브 (Rose Drive)에서 웨인 카운티 소재 뉴어크 빌리지의 웨스트 펄 

스트리트 (West Pearl Street)까지 이어진 메인 스트리트 (Main Street)를 재건하기 

위해 60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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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언즈 카운티 및 먼로 카운티의 켄달 타운과 햄린 타운 소재 237번 도로 

(Route 237)에서 19번 도로 (Route 19)까지의 레이크 온타리오 주립 파크웨이 

(Lake Ontario State Parkway)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470만 달러 지원  

• 온타리오 카운티의 파밍턴 타운 소재 가나구아 크리크 위의 앨런 패드그햄 로드 

브리지 (Allen Padgham Road Bridge)를 교체하기 위해 250만 달러 지원  

• 제네시 카운티의 베서니 타운 소재 20번 도로 (Route 20) 위의 베서니 센터 로드 

브리지 (Bethany Center Road Bridge)를 교체하기 위해 140만 달러 지원  

• 제네시 카운티의 바타비아 타운, 베서니 타운, 파빌리온 타운, 스태포드 타운 소재 

20번 도로 (Route 20)에서 바타비아 시 경계선까지의 63번 도로 (Route 63)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1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또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대중 교통 

시스템에 4,03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경제 개발 

  

로체스터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개시하기 위해 

1,00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이런 종류로는 세계 

최초로 로체스터에 다년간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설립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업 경진 대회는 버펄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43North 대회를 모델로 한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중인 기술을 

상업화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의 새로운 REMADE Institute 를 위한 지원금 2,00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를 

지원하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내재 에너지 절감 및 배기가스 감축 연구소 

(Reducing Embodied-Energy and Decreasing Emissions Institute)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IT)은 이 기관의 매뉴팩쳐링 

유에스에이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일환인 미국 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Energy)의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에서 다토 주식회사 (Datto, Inc.)를 확장하는 데 210 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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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빌딩 (Metropolitan Building)에 소재한 다토 주식회사 (Datto, Inc.)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1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으로 인해 최대 200 

개의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가 만들어져 이 기업이 고용하는 총 직원의 수가 약 350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생인 Austin McChord가 2007 년에 창립한 다토 (Datto)는 백업 지원 및 재해 복구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다토 (Datto)의 확장은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 (Finger Lakes Welcome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50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제네바에 새로운 핑거 

레이크스 관광 센터 (Finger Lakes Tourism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 (Finger Lakes Welcome Center)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900,0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네바 방문객 센터 (Geneva Visitors Center)의 관광 

업그레이드는 핑거 레이크스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와 사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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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내내 운영될 개선된 이 시설은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관광 키오스크, 

Taste NY 매장, 어린이 놀이터, 전기 차량 충전소, 농민 직거래 장터, 기타 시설 등이 

특징인 업데이트된 내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와인 및 수제 음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122만 달러의 지원금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뉴욕주에 와인 및 수제 

음료 업계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습니다. 

 

이 주요 핑거 레이크스 산업의 연구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넌다이과에 자리잡은 

와인 포도 재단 (Wine and Grape Foundation)에 1,020,000 달러 지원  

  

제네바 소재 뉴욕주 시험장 (NYS Experiment Station)의 평가 및 테스트 프로그램 

(Evaluation and Testing Program)에서 뉴욕주의 홉 및 보리 품종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원금 200,000 달러. 이것은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현지 재배 홉과 

보리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나의 핑거 레이크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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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미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트레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금 2 억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허드슨 리버 밸리 그린 

웨이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와 이리 운하길 트레일 (Erie Canalway trails)을 

완공하고 미국 최대의 다목적 주립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을 만들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750 마일 길이의 트레일은 경치가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와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및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매력적인 역사적인 지역사회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은 뉴욕항에서부터 애디 론댁 산맥을 거쳐 

캐나다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레이크 이리에서부터 유서 깊은 이리 운하를 따라 

주도 지역의 중심까지 많은 주에 걸쳐 놓이게 됩니다. 

  

주립공원 및 사적지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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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계 연도에 햄린 비치 주립공원 (Hamlin Beach State Park) 및 샘슨 

주립공원 (Sampson State Park)을 지원하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 주립공원 및 사적지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 기금 

  

햄린 비치 주립공원 (Hamlin Beach State Park)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지원금 34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햄린 비치 주립공원 

(Hamlin Beach State Park)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지원금 34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에 위치한 이 공원은 심각한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하수 처리 시스템을 건설 할 것입니다. 

  

샘슨 주립공원 (Sampson State Park)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2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주립공원 시스템 내의 

가장 큰 캠프장 중 한 곳인 세네카 레이크의 샘슨 주립공원 (Sampson State Park)을 위한 

지원금 12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 공원의 300 개가 넘는 캠프장에서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열악한 상태의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개조하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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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핑거 레이크스 - 레이크 온타리오 수역 보호 연합 (Finger Lakes – Lake Ontario 

Watershed Protection Alliance):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는 이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의 협력관계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23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 환경보호기금 (EPF)에는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뉴욕주 진 지역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에 대한 지원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지원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핑거 

레이크스 지역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813,000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 제네시 카운티  

• 먼로 카운티  

• 제네시 카운티 빌리지 및 박물관 (Genesee Country Village and Museum) 

• 와일드 윙스 주식회사 (Wild Wings, Inc.) 

• 소넨버그 가든스 앤드 맨션 주립 역사 공원 (Sonnenberg Gardens and Mansion 

State Historic Park)  

• 로체스터 박물관 앤드 사이언스 센터 (Rochester Museum and Science Center)  

• 버펄로 오드본 협회 주식회사 (Buffalo Audubon Society, Inc.) 

• 지자체 공원. 이 환경보호기금 (EPF)에는 또한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뉴욕주 진 지역의 지자체 공원 (Municipal Parks)에 대한 지원금 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지원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핑거 

레이크스 지역 기관 및 지역 기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20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 웨인 카운티  

•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 캐넌다이과 공동묘지 협회 (Canandaigua Cemetery Association)  

• 소넨버그 가든스 앤드 맨션 주립 역사 공원 (Sonnenberg Gardens and 

Mansion State Historic Park)  

• 조지 이스트먼 박물관 (George Eastman Museum)  



• 알비온 빌리지 

의료 서비스 및 행복에 투자 

  

로체스터 시의 지원주택 건설을 위해 2,00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합의에는 로체스터 시를 

위해 1,200 채의 지원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2,000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주택 단지 프로젝트들은 직업 교육, 상담, 기본적인 정신 건강 관리 

치료 및 유지를 포함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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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 지역사회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1,2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 내역: 25 개의 주거 치료 침상,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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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 의료 시스템 (Finger Lakes Region Health Systems)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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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지출금 9,58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기금 필수 프로젝트에서 재지출금으로 지원되는 9,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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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에 있는 8,000 명의 직접 의료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1,800 만 

달러를 이용하여 직접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직접 간호 인력 및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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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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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