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센트럴 뉴욕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주요 내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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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Recovery Act) 

 

센트럴 뉴욕 지역의 납세자 197,000 명 이상을 대상으로 70 년만의 최고 수준 감세 

  

주지사의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 시행 하에서 센트럴 뉴욕 

가구의 80%가 뉴욕주 2 년 및 4 년제 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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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퍼센트 증액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뉴욕주의 박람회 현대화 계획(State Fair Modernization 

Plan) 2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7,000 만 달러 예산 투자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변혁에 4,880 만 

달러 예산 투자 추진 

 

센트럴 뉴욕 예산 주요 내역 소개 동영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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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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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주요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7 년 연속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 증가율은 2 퍼센트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예산 주요 

내역은 소개 동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자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여 34 억 달러의 세수 유지.  

https://youtu.be/OBqfx0ZpzVA
https://youtu.be/OBqfx0ZpzVA


• 뉴욕 주민 6 백만명을 위해 중산층 감세 개시. 처음 4년간, 센트럴 뉴욕 

납세자들은 2억 7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며, 평균 감세액은 1,356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197,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70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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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6,300만 달러 투자. 센트럴 뉴욕에는 엑셀시어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 

37,922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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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트럴 뉴욕의 소득세 신고자 5,600명에게 평균 195달러의 추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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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배증. 이 지역의 총 감세 혜택은 약 110만 달러.  

센트럴 뉴욕에 혜택을 주는 전략적 투자의 주요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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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주립 다중 용도의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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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트럴 뉴욕 도로 및 교량에 1억 6,700만 달러 지원  

• 지자체 보조금 및 인센티브로 8,90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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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을 위해 7,000만 달러 지원  

• 뉴욕주의 박람회 현대화 계획(State Fair Modernization Plan) 2단계 착수에 

5,000만 달러 지원  

•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변혁에 

3,580만 달러 지원  

• 주 박람회장 진입로 건설에 2,00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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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ive) 2단계의 일환으로 센트럴 뉴욕의 도심 한 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 센트럴 뉴욕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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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에 혜택을 가져 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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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의 37,922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센트럴 뉴욕은 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8,100만 달러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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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재단 보조금 3,160만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센트럴 뉴욕 학교 보조금을 4,800만 달러 증액합니다. 

  

감세 및 지방 정부 지원 

  

센트럴 뉴욕의 납세자 197,000 명을 위한 중산층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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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감세를 시작합니다. 처음 4년간, 센트럴 뉴욕 납세자들은 2억 7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며, 평균 감세액은 1,356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197,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670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5,600 가구를 위한 배증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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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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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 소득세 신고자 5,600명에게 평균 195달러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이 

지역의 총 감세 혜택은 110만여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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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센트럴 뉴욕 지자체를 위해 8,900만 달러의 지원금 및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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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발 

  



뉴욕주의 박람회 현대화 계획(State Fair Modernization) 2 단계 착수에 5,000 만 달러 

지원 

  

이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신규 뉴욕주 박람회장 건설 2단계를 위한 5,00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2단계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첫 성공을 

거둔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기반합니다.  

  

사브의 국방 및 보안 USA (Saab Defense and Security USA) 본부와 연구 개발 역량을 

3,000 만 달러의 인센티브와 함께 센트럴 뉴욕으로 이전 

  

2018 회계연도 예산에는 국방 및 민간 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갖춘 다국적 회사 사브(Saab)의 이전 예산이 포함됩니다. 사브 (Saab)는 북아메리카 

본사인 사브 국방 및 보안 미국 유한 책임 회사 (Saab Defense and Security USA, 

LLC)를 오논다가 카운티의 이스트 시러큐스로 이전하기 위해 5,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센트럴 뉴욕의 현지 인력 450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 하이테크 일자리 260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인센티브 패키지가 사브(Saab)의 뉴욕주 주요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금 1,000 만 달러를 포함하여,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2 단계를 위한 지원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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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변혁에 3,58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4,880만 달러 규모의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변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58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번 투자는 오래된 기존 시설을 21세기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첨단 교통 허브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랜드 홀, 음식, 

음료, 구내 소매점 영업 구역, 외부 외관의 대규모 재설계가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 보행자 전용 유리 다리, 



환경친화적 지붕이 새로운 바닥재와 가구와 함께 조성되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850개 이상의 건설직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의 박람회 교통 인프라 개선에 2,00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I-690 서쪽 신규 진입로 건설과 주 박람회장의 오렌지 

주차장(Orange parking lot)에 대한 기타 개선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기타 박람회 

개선사항에는 신규 공중 스카이 라이드(Aerial Sky Ride) 건설 및 1년 내내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행사가 포함됩니다. 

  

시러큐스 노후화된 I-81 고가교 개조를 위한 터널 옵션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새 

연구 시작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수명이 다한 시러큐스 I-81 고가교를 대체할 터널 옵션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는 목적과 

필요성, 공사 가능성, 부동산 영향, 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 방법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터널, 지역사회 교통망, 함몰된 

고속도로,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터널 또는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함몰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가능한 교체 옵션을 검토합니다.  

  

센트럴 뉴욕의 도로 및 교량 강화를 위해 1 억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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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센트럴 뉴욕의 교통 인프라에 다음과 같은 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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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eme Winter Recovery) 프로그램에 4,490만 달러 지원  

• 루트 11 진입로로 향하는 코트랜드 카운티 노선에서 코트랜드 카운티 루트 20의 

주간 고속도로 81 북부까지, 주간 고속도로 81 도로 포장 복구에 900만 달러 지원  

• 루트 175(Lee Mulroy Road)와 오논다가 카운티 루트 80 사이의 루트 20 양방향 

도로 포장 복구에 490만 달러 지원  

• 루트 326과 오번 시 윌리엄 스트리트 사이의 웨스트 제네시 스트리트 도로 포장 

복구에 330만 달러 지원  

• 엘브리지 타운 및 빌리지의(Town and Village of Elbridge) Chamberlin Drive 와 

Sunview Drive 사이의 신규 중앙 양방향 좌회전 차선 건설에 320만 달러 지원  



• 오논다카 카운티 베어 로드(Bear Road)부터 웨스트 태프트 로드(West Taft 

Road)까지 앨런 로드(Allen Road) 재포장에 310만 달러 지원  

• 호머 타운(Town of Homer) 루트 41A와 로크 타운(Town of Locke) 루트 90을 

따라 늘어선 고속도로 옹벽 수리 및 교체에 310만 달러 지원  

• 볼니 타운(Town of Volney) 오스웨고 카운티 루트 45와 NY 481 교차로의 안전성 

개선에 220만 달러 지원  

• 루트 31에서 시서로 타운(Town of Cicero) 시서로 북부 시러큐스 고등학교까지 

(Cicero-North Syracuse High School) 양방향 도로 복구에 220만 달러 지원  

• 레녹스 타운(Town of Lenox) 주 루트 13과 주 루트 31 교차로에 신규 좌회전 차선 

또는 로터리 건설에 150만 달러 지원  

• 루트 221을 코트랜드 카운티의 오웨고 강 이스트 브랜치(East Branch of Owego 

Creek) 지류와 이어주는 교량의 교체에 150만 달러 지원  

• 코트랜드 카운티의 테이어프니오거 강(Tioughnioga River)을 지나는 Blodgett 

Mills Road Bridge 복구에 120만 달러 지원  

• 카운티 루트 57 북부부터 오스위고 카운티의 유티카 스트리트까지 NY 481 양방향 

고속도로 복원에 110만 달러 지원  

• 벤슨 도로(Benson Road)를 스캐니텔리스 타운(Town of Skaneateles)의 Dutch 

Hollow Brook과 이어주는 교량 교체에 100만 달러 지원  

• 웨스트 제네시 스트리트(West Genesee Street)와 시러큐스 시의 오논다가 

강(Onondaga Creek)을 이어주는 스톤 아치 교량(Stone arch bridge) 재건에 

100만 달러 지원  

• 매디슨 카운티의 넬슨 햄릿(Hamlet of Nelson)의 US 20을 이용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개선에 100만 달러 지원 

센트럴 뉴욕 대중 교통 시스템에 3,330 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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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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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을 위해 500 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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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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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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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주립 공원 및 사적지(New York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는 

이번 회계연도에 뉴욕 윅스(New York Works) 기금 50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어 헤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 수영장 복원에 25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온타리오 호숫가에 위치한 페어 헤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 내장 마감재 및 구조물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사용된 해수욕장 2곳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한 250만 달러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포트 온타리오 주 사적지(Fort Ontario State Historic Site) 인프라 개선에 130 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184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포트 온타리오 주 

사적지의 전기 설비, 수도 및 하수도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요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30만 달러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오번과 오와스코의 식수 시스템 개선에 2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오번 및 오와스코 타운의 식수 처리 시스템 개선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지원에 2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양쪽 시스템 모두 최근 해로운 

남조류가 번식하여 생성된 시아노톡신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오와스코 호수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공공 시스템을 합산할 경우, 카유가 카운티에서 거의 5만 

명의 주민들이 이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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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 환경보호기금(EPF)에는 뉴욕주 전 지역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지원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교부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 다음의 센트럴 

뉴욕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432,0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라임 홀로 네이처 센터(Lime Hollow Nature Center)  

• 공원 후원자 위원회(Council of Park Friends, Inc.)  

• 볼티모어 우즈 네이처 센터(Baltimore Woods Nature Center, Inc.)  

• 오논다가 카운티 공원 및 여가 사무국(Onondaga Coun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 오스위고 카운티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swego County)  

• SUNY 연구 재단 

 

• 지자체 공원. 또한 이 환경보호기금(EPF)에는 2018 회계연도 뉴욕주 전역 지자체 

공원 지원금 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교부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 다음의 센트럴 뉴욕 기관 및 지역기관은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17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수어드 하우스 박물관(Seward House Museum)  

• 지역사회 보존 위원회(Community Preservation Committee, Inc.)  

• SUNY 연구 재단(오스위고)  

• 리치랜드 타운(Town of Richland)  

• Cortland시  

• 열린 공간 연구소(Open Space Institute)  

의료 서비스 및 행복에 투자 

 

센트럴 뉴욕 의료 시스템(Central New York Health Systems)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1 억 15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의 새로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 프로그램 하에서 올해 이루어질 지역별 시상에 

더하여 센트럴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지출금 1억 15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기금 필수 

프로젝트에서 재지출금으로 지원되는 1억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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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500 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 내역: 250개의 주거 치료 침상, 하나의 지역사회 연합, 

2명의 가족 지원 안내사, 또래 집단 참여 프로그램 2개, 청소년 클럽하우스 1개, 회복 

공동체 및 복지 센터 1곳, 7일 24시간 대기하는 긴급 액세스 센터 1곳. 

  

센트럴 뉴욕에 있는 3,000 명의 직접 의료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700 만 달러를 

이용하여 직접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센트럴 뉴욕의 직접 간호 인력 및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700만 달러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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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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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