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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의지사의지사의지사의 2014년년년년 시정방침시정방침시정방침시정방침 연설에연설에연설에연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의견의견의견의견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펼친 주지사의 2014년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 지역 및 전주 선출직 

리더, 주요 정책 메이커 및 뉴욕주 전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각료들은 Broome, Erie, Montgomery, Monroe, Nassau, New York, Orange 및 Oswego 

카운티의 행사에서 진보를 위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지사의 2014년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성공적성공적성공적성공적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성장성장성장성장 전략전략전략전략 지속지속지속지속 

 

뉴욕주 비즈니스협의회의 회장 겸 CEO인 Heather Brice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뉴욕주 기업들은 고무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주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을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그가 계속 강조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 

비즈니스협의회의는 주지사의 세금 감면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고용주 및 주민들이 20여억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주의 경제, 특히 업스테이트를 위해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이러한 세금 

삭감은 광범위한 영업세 감면을 제공하고 뉴욕주 전역의 주요 비즈니스 부문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비즈니스협의회의는 뉴욕주 전역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데, 그 모두가 규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할 합동위원회의 설립에서 주지사 및 의회와 협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지사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중요한 안이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New York City의 회장 겸 CEO인 Kathryn S. Wylde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우리 

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주정부가 

취할 수 있을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 이사장인 Jim Trezise는 “포도주 및 주정 산업 같은 토박이 성장 

산업을 위한 Cuomo 지사의 강력한 지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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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단결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서밋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모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흥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협업과 새 아이디어의 불꽃을 당깁니다.” 

 

코넬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Kathryn Boo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을 위한 

Cuomo 지사의 든든한 지원은 근래 이 산업이 누려 온 인상적 성공을 이끈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목표별 주정부 투자, 사려 깊은 규제 변경 및 서밋 같은 행사를 통해 Cuomo 행정부는 농민, 업계 

리더 및 기타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뉴욕주 농업을 위해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새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새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 종류의 관심과 협조가 가져올 수 있는 생산성과 성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서밋을 개최하려는 그의 제안은 모든 뉴요커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학교학교학교학교 개혁개혁개혁개혁 

 

Rochester Young Professional, Inc. 사장 Nate Ban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의 창조자입니다 – 우리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의 

경력임을 거듭 보았는데 곧 원하기만 할 뿐 아니라 – 부족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STEM 공부를 

그리고 그 후에는 경력을 추구할 계획인 최고 성취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전액 학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고교 졸업생들을 지원하려는 Cuomo 지사의 비전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면 그들은 우리가 내일 튼튼하고 활기찬 업스테이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StudentsFirstNY 회장 Jenny Sedl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교사 우수성 기금 및 

고효과 교사를 위한 $20,000 보너스 발표로 Cuomo 지사는 뉴욕주를 미국 교육 개혁 운동의 리더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뉴욕주의 혁신적 교사 평가 제도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교사들을 성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그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학생의 

성공에서 담임교사의 질이 유일한 최대 요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뉴욕주의 소중한 달러를 

영향이 가장 큰 교사 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학생 및 가족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집념으로 Cuomo 지사는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Healthy Schools Network 회장 Claire Barnett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스쿨은 

건전한 학교이고 건전한 학교가 스마트 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요커들이 Cuomo 지사의 

야심찬 20억 달러 계획을 지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지만, 좋은 학습 환경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로부터 출발함을 주지사와 모든 뉴요커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학생들을 질리게 하는 첨단 

기술을 교실에 추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스마트한 학교가 건강한 부지, 건강한 설계 및 건축, 건강한 정비 그리고 내부에 건강한 

제품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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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efamation League의 뉴욕 지부장 Evan R. Bern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여름에 Pine Bush Central 교육구에서 노출된 반유대인 왕따 사건 고발 같이 현행 차별 또는 희롱 

사건을 즉각 해당 주 기관에 보고하도록 학교에 요구한 지사의 지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상식적 제안입니다. Pine Bush 혐의에 강력 대응하고 

우리 학교에 차별과 희롱이 있을 자리가 없도록 하고 적절하게 처리돠ㅣ도록 하기 위한 이 제안을 

추진하신 Cuomo 지사는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의회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의 안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려는 지속적 집념을 평가하며 주지사, 의회, 규제 

기관 및 주 당국의 지원으로 뉴욕주의 진보가 2014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Alliance for Quality Energy NY의 회장 Valerie Strauss가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커뮤니티 응집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배치하려는 주지사의 안도 찬성합니다. 학교 및 기타 공공 기관의 구매력과 

개별 고객들의 구매력을 결합하는 것은 커뮤니티들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가 뉴욕주의 성장하는 태양력 산업을 위해 커다란 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현실과 씨름함에 따라 뉴욕주의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은 절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 및 의회 의원들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Nassau 카운티 지방검사 Kathleen Ric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범죄 책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법률의 이 요소를 개혁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재범률을 줄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Cuomo 지사님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고, 균형 잡혔으며, 올바른 실행 

방식입니다. 본인은 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Albany 경찰서장 Steven Krokoff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며 형사 사법 제도에 독특한 난제를 제기합니다. 뉴욕주가 

형사 책임 연령을 올리는 데 대한 사려 깊고, 증거에 기반한 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및 형사 사법 제도의 결과를 개선할 논의 말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위원회를 주지사가 제안한 것을 지지합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재진입 재통합 협의회 창설은 투옥과 빈번하게 연계되는 많은 부수적 결과를 인식하고 개선하며 

전과자의 성공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안들은 반드시 범죄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공공 안전 결과인 범죄 피해자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Ontario 카운티 지방검사 Michael R. Tantill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본인 검사실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사고의 최종 결과건을 기소해야만 하였습니다. 운전 특권을 거듭 거듭 

남용한 사람에게서 그 특권을 빼앗는 것은 뉴욕주 도로에서 위험 운전자들을 몰아냄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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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ben 카운티 지방검사Brooks T. Ba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운전하는 

것은 전염병 수준의 문제가 되어, 우리는 이 위험한 습관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벌칙 강화, 문자 휴게소 및 단속 강화를 포함하여 Cuomo 

지사님이 취한 조치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사님의 이니셔티브는 운전중 문자 발송이 

재난으로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운전자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현실을현실을현실을현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재구상재구상재구상재구상 

 

록펠러재단의 이사장 Judith Rud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2년에 2100 위원회는 뉴욕주의 

방대하고 복잡한 교통 인프라를 미래의 날씨 비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중요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중 교통 시스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오늘 Cuomo 지사의 수 

십억 달러 약속은 우리 경제, 환경의 탄력성과 우리 시민들의 안녕에 대한 투자입니다.” 

 

New York Building Congress 회장 Richard T.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퍼폭풍 Sandy의 

날로부터 그 직후 및 이어진 여러 달에 걸쳐 Cuomo 지사와 그의 팀은 비범한 일을 하였습니다. 

MTA를 비롯하여 여러 주 기관들이 착수한 선진화된 대비는 폭풍의 초기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주지사의 지칠 줄 모르는 주장으로 뉴욕주는 연방 재난 구제금 중 정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Cuomo 지사는 2100 위원회 작업의 도움을 받아 이제 미래의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크게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기 위한 야심차면서도 달성 가능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2013 보고서에서 자체의 여러 권고안을 발표한 New York 

Building Congress는 주지사의 제안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Erie 카운티 집행관 Mark Polonc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대한 Cuomo 

지사님의 집중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데 저는 Erie 카운티와 뉴욕주 서부 지역 강화에 대해 

지사님이 보여주신 집념에 감사합니다. 지사님은 이제 현실이 될 태세가 된 Riverbend에 

게놈의학센터 제안과 첨단 기술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Buffalo Billion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 새 일자리 및 새로운 태도가 우리 커뮤니티를 새로 형성함에 따라 Erie 

카운티 경제의 변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사의 성공 기록은 그의 연설 중에 Erie 카운티와 

뉴욕주 전역에 걸친 예에서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Albany에서 그의 리더십은 Erie 카운티에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는 시정 방침 연설에서 밝힌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Cuomo 

지사 및 지역경제개발협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Niagara Falls 시장 Paul Dys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연설은 작년의 많은 

업적을 되돌아보게 하고 2014년을 위한 우선 순위 및 이니셔티브를 미리 보게 하였습니다. 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로부터 교육 혁신 예산 및 채권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는 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담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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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트 경제 개발에 대한 그의 쇠하지 않는 집념, 윤리 개혁 이니셔티브에 대한 그의 강력한 

방어 및 여성평등법을 통과시킬 때가 지금임을 의회에 적시에 강조한 것에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Jamestown 시장 Sam Teres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은 전반적으로 

기조가 맞았고 많은 주요 이슈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먼저, 연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뉴욕주를 상당히 호전시켰지만 그 일이 분명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둘째, 

주지사는 모든 레벨에서 정부 서비스 제공을 간소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주정부가 협업, 서비스 공유 및 통합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그의 이해는 극히 중요하고 의미 심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의 교육 제도를 

재구축하고 우리 학교 및 커뮤니티에 만연한 파괴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강력한 

인식과 추진력에 특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연한 사회적 질병을 고치기 위한 교육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의 교육 향상이 우리가 우리 지역 및 주의 경제를 계속 재건하기 

위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FINGER LAKES 

 

Monroe 카운티 집행관Maggie Broo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재산세 경감에 대한 그의 주의집중으로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문제는 우리 카운티와 주 

전체의 납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련 내역을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저는 업스테이트 제조업체들에게 세금 경감을 연장하려는 주지사의 안에 대해 흥분됩니다. 그들 

중 많은 업체들이 매일 우리 경제를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부 통합 증대를 위한 

주지사의 제안도 높이 평가합니다. Monroe 카운티는 지역 납세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공유 협정에서 전주 리더였습니다. Monroe 카운티는 앞으로 더 많은 내역이 제공되면 주지사의 

모든 제안의 영향을 계속 분석하고 가늠할 것입니다.” 

 

Rochester 시장 Lovely A. Warr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 Youth Works 프로그램은 도시 

청소년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는데 – 그것은 청소년의 46%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Rochester에 특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Rochester에서 성공하도록 

주지사의 스탭 및 주 노동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업스테이트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제로로 줄이려고 하는 주지사의 안에도 고무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Rochester의 툴링 및 

머시닝 업종을 위해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SUNY STEM 장학금은 우리가 고용 증대 및 산업 부문 

성장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파악된 기능 결핍 갭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엄청난 기회를 활용할 태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SUNY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및 시 교육구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0% 세율, 기능 갭 해소를 향한 전진 및 Rochester가 

해외의 잠재적 신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보여 줄 기회는 우리가 새 자본, 

신성장 및 새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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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ter Business Alliance 회장 겸 CEO인 Sandy Par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주초에 Cuomo 지사님이 업스테이트 고용주들을 위한 세금 경감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고무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 방침 연설은 뉴욕주 비즈니스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창조하려는 

그의 집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높은 세금 이외에 부담스러운 주 규제도 뉴욕주 고용주들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Rochester Business Alliance는 비즈니스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행정부-입법부 공동위원회가 뉴욕주의 규제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Cuomo 지사님이 그의 연설에서 말했듯이 '토의는 그만하고 실제로 행동할 때입니다.' 

RBA는 이 위원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 차수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교부금을 놓고 경쟁할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SOUTHERN TIER 

 

Norwich 시장 Joseph Maiur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그의 시정 연설 메시지에서 

NYS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그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든 사람의 협력하는 행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Norwich시와 본인은 이 위대한 주를 

전진시키기 위해 주지사 팀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Oneida 시장 A. Max 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어젠다는 우리 주를 긍정적 

방향으로 계속 전진시켜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고 뉴욕주가 전세계 비즈니스를 위해 경쟁할 

입지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견실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작년 여름 우리 커뮤니티를 덮친 파괴적 

홍수 후에 저는 차세대 최초대응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훈련할 

주지사의 비상대비대학안에 특히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주를 하나의 뉴욕으로 단결시키기 

위한 그의 집념에 박수를 보내며 뉴욕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서 복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새로운 

종합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저는 Cuomo 지사님이 우리가 업스테이트 커뮤니티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열심임을 계속 증명함에 따라 그를 지원하여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Cortland 시장 Brian Tob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2014년이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또 

위대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는 신나는 새 아이디어 및 그의 과거 성취 경력과 함께 또 

다른 신나는 어젠다를 펼쳤는데 그가 그것을 관철할 것은 분명합니다. 뉴욕주를 위한 그의 비전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기업, 주민, 관광객 및 뉴욕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그와 협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DeWitt 감독관 Ed Michale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업 및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합리적인 세금 경감을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Cuomo 

지사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큰 성취를 이룩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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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세금 삭감을 위해 2014년에도 계속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이미 성취한 것을 토대로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뉴욕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금년에 저의 동료 및 Cuomo 지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MOHAWK VALLEY 

 

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J. Picente,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이 키를 

잡은 가운데 뉴욕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대담하지만 달성 가능한 

어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본인은 Oneida 카운티, 우리 지역 및 뉴욕주를 위한 지사님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노스노스노스노스 컨트리컨트리컨트리컨트리 

 

Wayne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회장인 James Hoff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에게 

그리고 유망 기업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다른 주들과의 경제 발전 경쟁에서 우리 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긴요합니다. 2014년을 위한 Cuomo 지사의 제안 중 다수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우리가 가졌던 리더 역할로 뉴욕주를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업스테이트 뉴욕의 도전과 가치를 인식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주의 법인세율을 1968년 이래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반가운 조치입니다”라고 North Country 상업회의소 소장 Garry Douglas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업스테이트 제조업체에 대한 주 법인세의 폐지안입니다. 그것은 제로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고전하고 있는 우리의 기존 제조업 기반의 

미래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구지구지구지구 

 

Albany 카운티 집행관 Daniel P. McCo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은 

많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지만 저에게는 세 가지 이슈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은 2014년입니다. 

여성이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성들이 더 낫게 취급되지 만 더 

낫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여성평등법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퇴역 

군인들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보기 

위한 베테랑 군 서밋 개최 계획은 돋보입니다. 그리고 복무중 장애 퇴역 군인 소유 소기업에 더 

많은 주정부 계약을 주는 안은 칭찬할만 합니다. 세째, 서비스 통합 및 공유는 본인 행정부가 

첫날부터 옹호해온 것입니다. 지자체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서비스 공유 구현 및 통합에 

연계함으로써 정부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납세자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습니다.” 

 

Albany 시장 Kathy Sheeh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과 저는 뉴욕주의 재산세가 

주민과 기업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를 공유합니다. 저는 곤궁에 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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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을 돕고 Albany와 뉴욕주 전체를 다시 경쟁력 있게 만듦으로써 지역 경제를 소생시키려는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Albany와 모든 업스테이트 도시들이 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통해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점진적 새 아이디어에서 주지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MID-HUDSON 

 

Orange 카운티 집행관 Steve Neuhau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은 우리 주를 위해 

야심찬 어젠다를 내놓았습니다. 저의 행정부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Orange 

카운티가 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계속 훌륭한 곳이 돠도록 주지사 팀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Cuomo 지사가 우리 퇴역 군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Pine Bush 교육구의 걱정스러운 상황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우리가 Orange 카운티가 진정 옹호하는 가치관, 제가 일관되고 강력하게 본인 행정부의 

중심에 둔 가치관을 진흥하면서 종교적 무관용과 싸우는 목표를 공유함을 주목합니다.” 

 

Yonkers 시장 Mike Sp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 3년만에 Cuomo 지사는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더 낮은 세금, 새 일자리 및 교육 개선 초점의 형식으로 진정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초당파주의의 새 정신을 도입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의 성공 토대 위에 새 뉴욕주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Cuomo 지사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Westchester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 겸 CEO인 Dr. Marsha Gord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 

비즈니스 협의회는 뉴욕주 기업 및 부동산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Andrew M. Cuomo 지사 및 주 의회 의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및 에너지세를 내리는 것이든,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줄이고, 지역 정부에 대한 주 필수 비용을 해결하며, 우리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거나 또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 뉴욕주 전역의 기업들이 앞으로 확장, 번영 및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뉴욕시장 Bill de Blasi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래를 위한 엄청난 로드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100% 동의하는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데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저는 주지사가 그것을 연설의 초점으로 삼은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 그 오래 지체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Staten Island 구청장 James Odd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낮은 재산세, 기업 

부담 경감, 우리 학교에 기술 증대 그리고 Sandy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도움 – 

Cuomo 지사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뉴요커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이슈에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Korean 

Bronx 구청장 Ruben Diaz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지사님이 오늘 그의 ‘주 시정 

방침’ 연설에서 신규 Metro North 역 4개를 Bronx에 가져오는데 그의 직을 걸어서 흥분됩니다. 

Cuomo 지사님은 Co-op City, Parkchester, Morris Park 및 Hunts Point의 새 Metro North 옵션이 우리 

지역의 교통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그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 것임도 잘 알고 계십니다. East Bronx Metro North 확장안은 획기적 계획인데 저는 이 

계획을 그 자신의 어젠다로 추진하는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인 구의 140만 주민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이 절실히 필요한 교통 계획을 지지해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LONG ISLAND 

 

Nassau 카운티 집행관 Ed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삭감하고 정부 

사이즈를 줄이는 계획을 내놓은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안은 세금을 

삭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본인 행정부의 성공을 보완합니다. 진실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재건하고 우리 경제를 개선하려면 효율 및 공-사 제휴를 통한 납세자 보호에서 뉴욕주 

전역의 지자체들이 주지사 및 본인과 합류해야 합니다.” 

 

Suffolk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Cuomo 지사는 

Suffolk 카운티에 헌신적인 파트너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재산세가 우리 주택 

소유주들에게 높은 부담이며 우리가 새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계속 유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시정 방침 어젠다는 바로 그것을 다룰 것이며 뉴욕주를 경제 성장의 경로로 계속 

밀 것입니다. 세금 감면으로부터 우리 교육 제도를 위한 흥분되는 제안 및 Sandy 후에 우리 

커뮤니티들을 재건하는 데 이르기까지, 주지사의 금년 어젠다는 유망한 이니셔티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의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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