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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정부를 재정비하며, 뉴욕을 전향적인 리더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뉴욕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요약 발표 

 
Cuomo 주지사, 두 번째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2012년 의제에 대해 요약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에 대해 
요약한 2012 State of the State 연설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주요 공공 민간 부문 제휴에 수 
십 억 달러를 투자하는 새로운 경제 개발 청사진을 만들고 주 전체에서 수 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민을 위한 성과를 거두면서 납세자 세금은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 뉴욕의 전통을 미국의 전향적인 
중심지로서 강화할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어느 때보다 강한 주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고 주민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 십 년 동안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달성했던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뉴욕을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을 위한 경제 청사진 
 
Cuomo 주지사는 “2012년의 도전과제는 주정부가 경제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출을 제한하면서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주 자원을 
활용하여 수 십 억 달러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민간 부문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미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축 예정: 뉴욕의 국제적인 관광지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Aqueduct 경마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380만 평방 피트의 이 컨벤션 센터는 
미국 최대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새로운 관광 수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체에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게 될 4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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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ob Javits 부지의 마스터 플랜: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새로운 컨벤션 센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18에이커 규모의 발전 계획과 함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뉴욕시의 서부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Jacob Javits 부지의 마스터 플랜을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에 이어 Battery Park City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며 뉴욕 
서부에 새로운 21세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 부문 개발 자금으로 20억 달러 
이상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팔로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개발 패키지: 버팔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도시로서 주민의 28%가 빈곤층이고 만성적으로 실직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버팔로에 진출하는 국내외의 기업들에게 
뉴욕주는 수 년 동안 경제발전 인센티브를 10억 달러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apital Region을 나노테크놀로지 혁신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고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본거지로 만든 것과 유사하게 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주지사의 버팔로 계획은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지역 경제 개발상: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성공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2012년에 2억 달러 규모의 2차 지역 
경제개발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그 여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방법을 하향식 모델에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의 두 번째 대회로 각 지역은 자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New York Open for Business 캠페인으로 전세계에 
뉴욕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리고 Adirondacks, Catskills, 와이너리, Long 
Island 해변과 같은 명소를 강조하여 관광 사업에 대한 홍보도 넓힐 계획입니다.  
 

 카지노 게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 뉴욕의 세수, 관광 수입과 일자리 등이 
줄고 있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카지노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게임 산업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 York Works 기금 및 태스크 포스: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의 
인프라를 재정립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New York Works 기금 및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20개 민간 부문의 자본을 공공 자본에 투자하는 방식의 자본 투자를 
설계하고 활용하며 수 천 명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Tappan Zee를 포함한 100여 개의 교각을 개조 또는 교체하며 2,000마일의 
도로를 수리하고, 90개 정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며 48개 주립 공원 및 유적지를 
개선하고, 114개의 홍수 관리 프로젝트 및 댐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Energy Highway” 시스템: 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 받기 위해 주지사는 
20억 달러 규모의 “Energy Highway” 시스템이라는 민간 부문 자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뉴욕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발전량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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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충당하여 뉴욕 남부 지역에서의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오래되고 오염된 발전소가 도시에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열에 투자하면서 납세자 세금 보호: 뉴욕은 비용 효율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 부문의 리더이므로 Cuomo 행정부는 NY-Sun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태양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Y-Sun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경쟁력 있게 
조달하고 주거 및 중소 규모의 상업 시스템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에너지 부문을 강화하며 뉴욕의 태양 에너지를 
2013년까지 4배로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자 에너지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On-Bill 자금조달 가속화: 소비자가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며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주 
차원의 프로그램인 On-Bill 자금조달로 주택 소유주는 2012년 1월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On-Bill 자금조달은 6월부터 개시될 예정이지만 주와 공공설비 
회사가 시작을 앞당기기로 합의를 하여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주의 4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고 
세금을 절약하며 공해를 줄이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 
개선안을 가속화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랜은 새로운 
경제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 절약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온실 가스 방출을 81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Farm-NY: 뉴욕의 농업 부문 강화: 농업은 뉴욕 경제에 수 십 억 달러를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Cuomo 주지사는 농장을 지원하고 농업 성장을 돕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농장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뉴욕주 Linked Deposit Program(LDP)을 
확대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의 농장에게 유리한 이자율로 자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5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수퍼마켓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주지사는 더 많은 주민에게 뉴욕에서 자란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성공적인 FreshConnect 파머스 마켓 프로그램을 확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전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는 대규모 유통 허브를 만들어 뉴욕 
농장에서 자란 식품의 홍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비된 정부  
 

Cuomo 주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계획을 실행하는 주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늉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역할을 
하며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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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규율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 세금이 줄어들면 주 경제가 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알고 Cuomo 주지사는 올해에 현상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2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신규 세금이나 요금 없이 마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명령 구제: 내년까지 학교, 주, 지방 정부를 위한 연금 비용이 2009년보다 2배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Cuomo 주지사는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Tier VI 퇴직보험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법률 및 행정 명령 구제 위원회(Legislative 
and Executive Mandate Relief Council)가 공개 청문회를 열고 이 입법 회기에 투표할 
권장사항을 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공 교육의 변화: 뉴욕은 다른 어느 주보다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졸업률은 38%에 불과합니다. 뉴욕주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입법기관과 협력하여 교사 책임, 학생 성취도, 관리 효율성 등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 
대한 개혁 권장사항을 만들도록 초당파적 교육 위원회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긴급 상황 관리 체계의 재정비: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파괴력 
때문에 통신 및 교통편 두절, 직원 배치의 부적절성과 같은 뉴욕주의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의 한계가 들어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급 상황 대처 방안을 만들고 향후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지자체와 지역 긴급 상황 대처 기관 
사이의 새로운 주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긴급 상황 
발생시 주 차원의 통신을 개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향적인 미래를 위한 뉴욕의 비전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미국의 전향적인 중심지로서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개한 것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올해에도 성공을 이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질처분 예방 지원: 경기 침체로 뉴욕주 주택 소유주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주해야 했고 유질처분의 위험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Cuomo 주지사는 재무 서비스부에서 뉴욕 주민들이 자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질처분 구제 
기관(Foreclosure Relief Unit)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기관 설립: 세입자를 더 보호하고 2011년에 법제화된 가혹한 임대 
규정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이 부정 행위를 조사하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를 기소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노력: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사업체(MWBE)를 위한 경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작년의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앞으로도 MWBE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MWBE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신용 문제 때문에 뉴욕은 MWBE 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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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 한도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MWBE 회사를 위한 계약에 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합니다  
 

 SUNY Challenge 추가 보조금: SUNY는 수 년 동안 중산층의 뉴욕 주민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산층을 위한 평등의 수단이었습니다. 작년에 학업적 
우수성과 경제 개발을 연결시킴으로써 SUNY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주지사는 SUNY의 60개 캠퍼스가 3가지의 2000만 달러 챌린지 보조금을 두고 
경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탁월성,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갖춘 주요 센터에 SUNY를 건설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끼니를 거르고 잠자리에 드는 어린이가 없는 뉴욕: 뉴욕주의 6명의 어린이 중에서 
한 명이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뉴욕 주민 중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30%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매년 20억 달러의 연방 
기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지사는 행정부가 
지문 확인을 포함한 문제점을 줄이고 기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가입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헝사범 유전자 의무 제공(All-Crimes DNA) 데이터베이스: 뉴욕 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뉴욕주의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중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형법 위반자로부터 DNA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뱅크를 
만들도록 입법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DNA는 뉴욕주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의 절만 미만에서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뱅크는 2,700건의 유죄 판결에서 단서를 제공했으며 잘못 기소된 27명에 
대해 면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지사는 DNA가 무죄인 사람들을 
면책하고 유죄를 증명하며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과세 개혁 및 공정 위원회(Tax Reform and Fairness Commission) 설립: 2011년 말 
뉴욕주 세법을 개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법인세, 판매세, 개인 소득세 과세 체계에 
대한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세금의 허점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촉구할 방법을 찾으며 뉴욕의 비즈니스 문화를 개선하고 세금 징수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 개혁 및 공정 위원회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자금 재무개혁(Campaign Finance Reform) 구현: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정치 절차에서 평등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 주 선거자금 재무 
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은 투표율이 전국에서 48번째로 
낮으며 다른 어떤 주보다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인구 비율이 적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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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는 매치하는 기부금을 포함하고 낮은 기부금 한도, 선거 위원회의 집행 증가 
등을 포함하여 더 나은 선거자금 재무 시스템을 촉구했습니다. 
 

 새 아메리칸 담당실(Office for New Americans) 설립: 뉴욕이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자체 행정부가 새 아메리칸 담당실을 만들어 
뉴욕으로 이주한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담당실은 수준 높은 교육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면허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제한적인 공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고 새로운 미국인들이 뉴욕의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전환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새로운 뉴욕을 위한 지도자 교육: 뉴욕주의 인적자원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자체 행정부가 새로운 뉴욕 리더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차세대 
인재가 공공 서비스에 봉사할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운동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학생 인턴 프로그램(Student Intern Program)은 특정 정부 기관에 학생을 
배정하여 학생이 정부 지도 및 정책 결정자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Empire State Fellows Program)은 소외된 그룹의 구성원을 차세대 유능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공식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NY Leaders Initiative는 젊은이와 주가 다시 연결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주정부가 
향후 몇 십 년 동안 다양하고 재능이 있으며 인도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보호: 앞으로도 여성의 선택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재생산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은 출산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이 중대한 개인 보건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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