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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지역 관련 주요 내역 발표 

 

노스 컨트리에 대한 아이 러브 뉴욕 (I ❤ New York) 광고 지원을 7 백만 달러로 두  

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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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Recovery Act) 
 

노스 컨트리의 납세자 86,000 명을 대상으로 70 년만의 최고 수준 감세  

 

주지사의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의 2 년제 및 4 

년제 공립 대학에 다닐 자격이 있는 노스 컨트리 전체 가구 중 약 85 퍼센트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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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퍼센트 증액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및 고어 마운틴을 개발하고 프런티어 타운의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을 위한 3,200만 달러 규모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초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노스 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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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주요 내역들을 발표했습니다. 7 년 연속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 증가율은 2 퍼센트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 

예산의 주요 내역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의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자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여 34 억 달러의 세수 유지.  

https://youtu.be/VV8riUZru1E
https://youtu.be/VV8riUZru1E


• 뉴욕 주민 6 백만명을 위해 중산층 감세 개시. 처음 4 년 동안, 노스 컨트리 

납세자들은 7,9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195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86,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592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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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6,300만 달러 투자. 노스 컨트리에는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수혜 자격이 있는 18,542 가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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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Foundation Aid) 7억 달러 증액분을 포함하여 교육 보조금 (Education 

Aid) 11억 달러 증액.  

• 노스 컨트리의 소득세 신고자 2,300명에게 평균 187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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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Credit)가 두 배로 늘어남. 

노스 컨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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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주립 다중 용도의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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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 컨트리의 도로 및 교량을 위해 7,500만 달러 지원  

• 플래츠버그 국제공항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노스 컨트리 경제 

개발 허브를 만들기 위해 3,800만 달러 지원  

• 프런티어 타운의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지원금 3,200만 달러  

• 고어 마운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을 개발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지원  

• 다음과 같이 구성된 지자체를 위해 1,340만 달러 지원:  

• 지자체를 위한 보조 및 인센티브로 1,320만 달러 지원  

• 에섹스 카운티 (124,000 달러), 프랭클린 카운티 (72,000 달러), 해밀턴 

카운티 (21,300 달러)에 대한 소액 정부 지원 보조금 (Small Government 

Assistance Aid) 217,000 달러  

• 1억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2단계의 일환으로 노스 컨트리의 도심 한 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 아이 러브 뉴욕 (I ❤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 컨트리의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작년의 공약보다 두 배 늘어난 7,000만 달러 지원  

• 노스 컨트리 지역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7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또한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 (North Country Welcome Center) 및 애디론댁 웰컴 센터 (Adirondacks Welcome 

Center)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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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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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가정 18,542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노스 컨트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본 기금으로 2,2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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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 만 달러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노스 컨트리의 학교 보조금 

(School Aid)의 경우 총 4.98 퍼센트 인상된 3,720만 달러를 증액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이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워터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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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의 납세자 86,000 명을 위한 중산층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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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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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감세를 시작합니다. 처음 4 년 동안, 노스 컨트리 납세자들은 7,9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고 평균 감세액은 1,195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세할 

경우, 이 지역의 86,000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1년 평균 592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스 컨트리 2,300가구를 위해 두 배로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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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의 확대를 통해 노스 

컨트리 지역 소득세 신고자 2,300 명에게 평균 187 달러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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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주정부 보조금 (State Aid) 

 

또한,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노스 컨트리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로 1,320만 달러, 에섹스 카운티를 위한 124,000 달러, 

프랭클린 카운티를 위한 72,000 달러, 해밀턴 카운티를 위한 21,300 달러를 포함하여 

소액 정부 지원 보조금 (Small Government Assistance Aid) 217,000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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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허드슨의 노스웨이 29번 출구 (Northway Exit 29)에 위치한 프론티어 타운을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애디론댁의 프론티어 

타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목적지를 만들기 위한 3,200만 달러 규모의 공공 민간 

협력관계를 위한 기금을 포함합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 (Master 

Plan)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쉬룬 강을 따라 있는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캠프장 및 주간 사용 구역  

• 승마용 캠핑 및 트레일 라이딩 구역  

• 방문객들에게 애디론댁 파크에 있는 세계 수준의 여가 목적지를 소개하기 위한 

방문객 정보센터  

• 관광객 숙박시설이 구비된 이벤트 센터  

• 역사적 구조물 내에서 애디론댁 산림 산출물과 로컬 푸드 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보여주는 쌍방향 전시시설 

또한 파라독스 맥주공장 (Paradox Brewery)은 2017년에 새로운 게이트웨이 장소에서 

자사의 맥주양조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선별된 뉴욕의 맥주와 식품을 제공하는 

주점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Paradox는 현재 쉬룬 호에서 테이스팅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2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보조금과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를 포함해서, 최대 

200,000달러에 이르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노스 컨트리에 대한 아이 러브 뉴욕 (I ❤ New York) 광고 지원을 7 백만 달러로 두 배 증액 

 

이 예산에는 작년의 공약을 두 배로 늘린 노스 컨트리의 아이 러브 뉴욕 (I ❤ New York) 

관광산업 및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한 지원금 7 백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례없는 투자는 뉴욕주의 TV와 웹 광고, 관광 센터와 Taste NY 홍보의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1년 이래, 주 정부의 투자액 1억 5,000만 달러는 직접적인 방문객 지출액을 

54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로 상승시키면서, 90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 (ORDA)에 대한 지원과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및 고어 마운틴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금 2,000만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및 고어 마운틴의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금 2,000만 달러와 최첨단 스키장,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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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식당, 소매업 분야의 기회, 연중 즐길 수 있는 활동 등을 만드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0 년만의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및 고어 마운틴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며 전 세계 다른 리조트들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오프 시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페이스와 고어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금 2,000만 달러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 

(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이 운영하는 시설 전반에 걸친 자본 

개선 예산 1,250만 달러에 추가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올림픽 지역 개발청 (ORDA)을 

위한 운영 지원금으로 5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를 위한 경제 개발 허브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을 개발하기 위해 3,8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노스 컨트리 항공 

산업의 관문에 대한 4,300만 달러 규모의 정비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플래츠버그 국제공항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에 수여하는 3,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이 

저조한 종전의 군사 시설을 취득해서, 그것을 최첨단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로 

변모시키게 될 이 프로젝트는 825 개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새로운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 (North Country Welcome Center) 및 애디론댁 웰컴 센터 

(Adirondacks Welcome Center)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사우전드 아일랜드에 

위치한 새로운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 (North Country Welcome Center) 및 글렌스 

폴스에 위치한 애디론댁 웰컴 센터 (Adirondacks Welcome Center)에 투자합니다. 이 

센터들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900,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의 관광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웰컴 센터 (Welcome 

Center)는 노스 컨트리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와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각각 일년 내내 운영되며, 시설들에는 지역의 역사적인 정보 및 대화형 관광 

정보 안내 키오스크, 어린이 놀이터, 전기 차량 충전소, 오토바이 주차장 그리고 기타 

시설 등이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노스트 매뉴팩처링 센터 (Norsk Manufacturing Center)의 부지 선정 및 건설을 위해 

12,5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은 노스크 (Norsk)의 투자금 

및 지출 비용으로 예상된 87,500만 달러를 활용하고 향후 십 년 동안 40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1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 (SUNY Poly)은 노스크 (Norsk)를 인력 채용 및 노스크 (Norsk)의 미국 

본사가 들어서면서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전례없이 매우 관련성이 높은 



하이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해당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직원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 (SUNY Poly)은 수많은 주변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플래츠버그 지역의 공급망, 판매 부문, 기타 지원 기업을 

찾기 위한 노스크 (Norsk)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Clarkson-Trudeau 파트너십을 위해 5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뉴욕주 소재 클락슨 

대학교 (Clarkson University)와 트뤼도 연구소 (Trudeau Institute)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생명 공학 기업을 설립하고 생명 공학 연구 및 개발의 최고의 

중심지로 노스 컨트리 지역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위개치 교육 센터 (Oswegatchie Educational Center)에서 최첨단 공인 테스트 

시설을 갖춘 주방과 식품학 실험실을 건설하기 위해 200만 달러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새로운 가공 식품을 

시험하기 위해 생산업체에게 임대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 기본 식품 

준비 기술을 제공하고 식품 가공 분야에서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지원하는 최첨단 

시설을 세우기 위한 지원금 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미국 농업 교육 

진흥회 (FFA) 출신 학생, 농업 교육자, 농장 소유주, 퇴역군인 및 비 퇴역군인 초보 농부, 

기타 일반인들에게 제공 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시설을 운영하고 교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된 주방 관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의 노스 컨트리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제2단계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위한 지원금 1억 달러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성공적인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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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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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의 도로 및 교량 강화를 위해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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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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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eme Winter Recovery) 프로그램에 4,710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의 챔플레인 타운 소재 캐나다 국경 근처의 87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7)에 새로운 트럭 검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170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의 알토나 타운과 비크만타운 소재 패럴 브룩을 지나는 190번 도로 

(Route 190) 부근에서 도로 재포장 및 지하 배수관 교체를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드칼브 타운 소재 CSX 철도 (CSX Railroad) 위의 11번 

국도 (US Route 11)가 지나는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870만 달러 지원  

• 올리언즈 타운의 북부 타운 경계선에서 제퍼슨 카운티의 알렉산드리아 타운 및 

올리언즈 타운 소재 캐나다 국경까지 81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1)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720만 달러 지원  

• 블루 마운틴 레이크에서 해밀턴 카운티의 인디언 레이크 타운 소재 인디안 

레이크까지 28번 주도 (State Route 28)의 도로 표면을 복구하기 위해 610만 달러 

지원  

• 아스날 스트리트 브리지 (Arsenal Street bridge)에서 워터타운 시의 개프니 

드라이브까지 웨스턴 블루버드 (Western Boulevard)를 확장하기 위해 440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의 플래츠버그 타운 소재 87번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87) 위의 

델라웨어 앤드 허드슨 철도 (Delaware and Hudson Railroad)가 지나는 교량 위 

수직 간격을 늘리기 위해 220만 달러 지원  

• 프랭클린 카운티의 말론 빌리지와 말론 타운 소재 새먼 리버 위의 25번 카운티 

도로 25 (County Road 25)와 레인 스트리트 (Lane Street)가 지나는 교량의 상부 

구조를 교체하기 위해 170만 달러 지원  

• 루이스 카운티의 크로건 타운 소재 오스위게치 리버의 웨스트 브랜치 위의 저든 

폴스 로드 (Jerden Falls Road)가 지나는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150만 달러 지원  

• 프랭클린 카운티의 콘스터블 타운 소재 트라우트 리버 위의 코베이타운 도로 

(Coveytown Road)가 지나는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140만 달러 지원 

환경 보호 및 조성 

 

미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트레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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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소재 주립공원 (State Parks)들을 위한 지원금 3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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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예비 계획에 근거하여, 노스 컨트리 주립 

공원 및 사적지 (North Country State Parks and Historic Sites)는 뉴욕 워크스 프로그램 

(New York Works) 기금 조성으로 35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 (Southwick Beach State Park)의 공원 개선 프로젝트에 250만 

달러 지원 

 

개선 사항에는 게임룸, 세탁실, 구내 매점, 인명 구조 공간이 모두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되며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규격을 모두 준수하는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 (Southwick Beach State Park)의 해변 대중목욕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모래 언덕은 모래가 주차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장되고 해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습지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폭풍우로 수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주차 공간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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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보호: 환경보호기금 (EPF)에는 농지 보호를 위한 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데 

100만 달러는 특별히 포트 드럼 주변의 공공 녹지 및 야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지 주위의 육군 병립가능 사용 완충지 (Army Compatible Use Buffer. ACUB)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 예산에는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2018) 뉴욕주 진 

지역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에 대한 지원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보조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는 다음의 노스 컨트리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은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178,0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애디론댁 와일드라이프 주식회사 (Adirondack Wildlife Inc.)  

• 폴 스미스 칼리지 (Paul Smiths College)  

• 애디론댁 자연사 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of the Adirondacks)  

• 톰슨 파크 관리단 (Thompson Park Conservancy)  



• 미나 앤소니 친구들 자연 센터 (Friends of Minna Anthony Na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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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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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노스 컨트리 기관 및 지역 기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14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 프랜즈 어브 이글 아일랜드 주식회사 (Friends of Eagle Island, Inc.)  

• 포트 티콘에로가 협회 (The Fort Ticonderoga Association)  

• 애디론댁 건축 유산 (Adirondack Architectural Heritage)  

• 사우전드 아일랜드 랜드 트러스트 (Thousand Islands Land Trust)  

• 윌나 타운 (Town of Wilna) 

의료 서비스 및 행복에 투자 

 

노스 컨트리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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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지역사회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7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 내역: 16개의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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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의료 시스템(North Country Health Systems)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5,490만 달러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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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의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지출금 5,49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 기금 필수 프로젝트에서 재지출금으로 지원되는 5,4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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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에 있는 5,000명의 직접 의료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800만 달러를 

이용하여 직접 지원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는 노스 컨트리의 직접 

간호 인력 및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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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명의 직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의료 종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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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