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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의 서던 티어 지역 주요 사항 발표 

 

434번 도로 그린 웨이 공사 및 최첨단 서던 티어 웰컴 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금 5,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서던 티어의 부흥을 지속시키는 행정부 예산 

 

(i) 건로크 (Gunlocke)가 인디애나에서 스튜벤 카운티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지원금 

25만 달러, (ii) 엘마이라 소재 앵커 글래스 공장 (Anchor Glass Plant)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250만 달러, (iii) 셔멍 카운티 소재 카메론 생산본부 (Cameron 

Manufacturing Headquarters)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100만 달러, (iv) 

록스베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록스베리 소재 스트라튼 폴스 호텔 (Stratton Falls 

Hotel)에 투자하는 320만 달러를 포함하여 서던 티어에서 88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원할 뉴욕주의 주요 투자 계획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사상 최초의 산업용 대마에 관한 회담 

 (Industrial Hemp Summit) 개최 

 

주지사의 대학교 무상 등록금 제안에 따라 빙엄턴시의 5,578 가구 및 서던 티어 지역의 

25,588 가구 수혜 예정 

 

2011년 이후 서던 티어에 대한 369 억 달러 이상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는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안된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서던 티어 지역 중점 사항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으로 지난 육년에 걸친 뉴욕주의 재정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중산층을 

강화하고, 세금을 줄이며, 뉴욕의 미래에 현명한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부의 

7년차에 대한 이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증가를 2퍼센트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와 다운타운 지역 사이의 434번 도로 게이트웨이 

(Route 434 Greenway) 공사에 5,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88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 



및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서던 티어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하며,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사상 최초로 산업용 대마에 관한 회담 

(Industrial Hemp Summit)을 시작함으로써 행정부 예산 (Executive Budget)은 주요 

업적을 토대로 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서던 티어 지역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입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우리의 재정 원칙 기록을 지속하는 

한편, 중산층을 지원하고, 우리의 진보적 가치를 증진시켜 서던 티어 전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대학 학비를 보다 적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조치부터, 처방약 비용을 삭감하고, 아동 보육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만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안은 현명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면적 투자가 고임금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고품질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며,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밝고 강력한 서던 티어 지역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 주요 사항:  

 뉴욕주 운영자금 지출액이 2018 회계연도에는 9,806,0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퍼센트 증액된 것임. (뉴욕주 운영자금은 연방 자금 및 자본지출을 배제한 

것임). 

 2018년 회계 연도 (FY 2018)에 집행 예정인 총액 1,523억 달러. 

 교육 보조금을 10억 달러까지 총 4.1퍼센트 증액하며, 여기에는 학교 보조금 

96,100만 달러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교 보조금 총액은 256억 달러가 

됨. 

 증액 상한선(3.2퍼센트)을 전제로, 뉴욕주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출액을 

183억 달러로 증액함. 

 서던 티어 지역의 25,588 가구를 포함하여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학생들에게 무상 등록금 혜택을 주기 

위한 16,300만 달러의 투자. 

 뉴욕주 의료심사위원회가 무료로 메디케이드에 판매하는 처방약 가격에 상한을 

설정함.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조달품에 대해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의 제조 및 건설 부문을 보호함. 

 2015년 이후 서던 티어의 수자원 인프라에 뉴욕주가 이미 제공한 27,930만 

달러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5년 동안 20억 달러 투자. 

 뉴욕주 아동 보육 및 피부양자 보호 세금 공제액을 두 배로 증액함으로써 

뉴욕주의 중산층 가정 지원. 

 6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중산층 세금경감제도(Middle Class Tax 

Cut)를 개시함으로써, 내년에는 가구당 평균 250달러를 절감시켜주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연간 700달러를 절감시켜줌. 

https://www.budget.ny.gov/pubs/executive/eBudget1718/fy1718littlebook/BriefingBook.pdf%C2%B2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며, 이에 따라 45,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 50퍼센트는 뉴욕 주민이 아님. 브룸 카운티의 부자 103명이 납부하는 

세금액은 중산층 가정 108,650 가구 대상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금임. 

 일반 주택소유자의 2,100 달러 절세를 통해, 서던 티어의 61,790만 달러를 

포함해서 뉴욕주 주택소유자들이 160억 달러를 절약하게 만드는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를 계속 유지. 

 브룸 카운티의 도로 및 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35,800만 달러 및 빙엄턴시를 

대상으로 한 24,9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10,200 마일이 넘는 

도로를 포장하고 2,650개의 교량을 수리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금 투자. 

 

434번 도로 빙엄턴 연결도로 그린웨이 (Route 434 Binghamton Connector 

Greenway)를 건설하기 위한 5,300만 달러 

 

뉴욕주는 빙엄턴의 434번 도로 (Route 434)를 따라 새로운 그린웨이 (Greenway)를 

건설하기 위해 5,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도로와 평행한 

별도의 2.5마일 다용도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새로운 434번 

도로 빙엄턴 연결도로 그린웨이 (Route 434 Binghamton Connector Greenway)는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와 주변 지역사회를 도시의 다운타운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차로 개선, 로터리,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몇 곳의 교량을 제거하는 공사를 

비롯하여 기타 전략적 개선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신식 서던 티어 웰컴 센터 (Southern Tier Welcome Center) 개발 

 

지난해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Taste NY 매장을 선보이고, 지역별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며,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여행객을 안내하고, 뉴욕주의 세계적인 

음식 및 음료 제품을 선보이는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Long Island Welcome Center)를 

개관했습니다. 관광산업 및 영농산업이 뉴욕주 경제의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서 

뉴욕주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Long Island Welcome Center)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에 따라 뉴욕주는 

새로운 최신식 브룸 게이트웨이 방문객 센터 (Broome Gateway Visitors Center)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웰컴 센터 (Welcome Center)는 방문객들에게 현지 역사를 

소개하고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행지를 안내하며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81번 주간고속도로 (I-81) 상의 펜실베이니아 북쪽에 

위치할 예정이며, 서던 티어 전 지역이 원산지인 와인, 맥주, 사과주, 증류주를 전시하는 

Taste NY 선물 가게 뿐만 아니라 서던 티어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동영상 및 길안내를 

제공하는 뉴욕을 사랑해 키오스크 (I Love NY Kiosks)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던 티어 웰컴 센터 (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2017 년 가을 개관 



예정입니다.  

 

산업용 대마 경작에 대한 제한 철폐 및 사상 최초의 산업용 대마에 관한 회담 (Industrial 

Hemp Summit) 개최 

대마 경작은 커다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뉴욕주에서는 현재 대마 경작 가능 

농장 수가 10 개 농장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한 뉴욕주의 산업용 대마 

영농 시범 프로그램 (State’s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Pilot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이 산업을 더 성장시키며 영농인들이 농업 작물로서 대마를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도록 승인하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지역의 농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용 대마 경작에 대한 

상한선을 제거하며 서던 티어가 대마 경작 산업계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생산업체, 영농인, 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산업을 

성장시키며 뉴욕주 전 지역의 농업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문제와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던 티어에서 산업용 대마 회담 (Industrial Hemp Summit)을 사상 최초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뉴욕주 주요 투자와 서던 티어의 하이테크 및 제조 산업 육성: 

서던 티어의 첨단 기술 및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지사는 16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던 티어 전 지역에서 7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뉴욕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로크 컴퍼니 (Gunlocke Company)가 인디애나에서 스튜벤 카운티로 이전해서 

1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지원금 25만 달러: 사무용 가구 

회사인 건로크 컴퍼니 (Gunlocke Company)는 Hon과 Paoli 두 곳의 생산라인을 

인디애나에서 서던 티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115년 역사의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는 기존 공간을 재구성하고 계획된 확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스튜벤 카운티의 웨이랜드에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 

성장으로 회사는 최대 110명의 신규 상근직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01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로크 (Gunlocke)가 생산 라인을 다른 주에서 서던 티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향후 

5년이상, 공장에서의 작업 약정에 대한 결과로 새로운 기계 및 장비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총액 최대 25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 산업개발청 (Steube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과 뉴욕주 

전력가스공사 (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는 프로젝트가 

성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사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307개의 신규 및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엘마이라 소재 앵커 글래스 공장 

(Anchor Glass Plant)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250만 달러: 뉴욕주는 

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299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엘마이라 소재 생산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250만 달러를 앵커 



글래스 (Anchor Glass)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제 2 엘마이라 

용광로 (Elmira Furnace 2)의 재벽돌 작업과 서던 티어의 경쟁력 유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성형작업 및 검사 장비의 현대화가 포함됩니다. 

 264개의 신규 및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셔멍 카운티 소재 카메론 생산본부 

(Cameron Manufacturing Headquarters)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100만 

달러: 뉴욕주는 금속 가공, 맞춤형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선도적인 

생산업체인 카메론 메뉴팩처링 (Cameron Manufacturing)이 두 곳의 외부 시설을 

통합하고 셔멍 카운티에 본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확장으로 3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25개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 투자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며 향후 5년 이상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곳의 외부 임대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25만 평방 

피트에서 3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추가 시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록스베리의 개발을 지원하고 2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원금 320만 달러를 

스트라튼 폴스 호텔 (Stratton Falls Hotel)에 투자: 업스테이트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뉴욕주는 뉴욕주의 록스베리 소재 스트라튼 폴스 호텔 (Stratton 

Falls Hotel)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2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 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6개의 상근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200개의 보조 일자리가 지원될 것입니다. 주식회사 매서슨 홀딩스 (Masserson 

Holdings, Inc.)는 5,700 평방 피트의 연방 양식 대저택을 7개의 주제별 게스트 

룸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의 폭포 

트레일을 갖춘 8 개의 새로운 테마타워 코티지가 건설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록스베리 호텔 (Roxbury Hotel) 관광지로 확장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및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에 대한 투자 

2011년부터 뉴욕주는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 우선 순위에 따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RI) 및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프로젝트를 통해 서던 티어에 98,0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이후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프로젝트 상금 

48,000만 달러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RI) 기금 5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8.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 동안 서던 

티어에서는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정부 예산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제 7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DC) 프로젝트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경제 성장 추진 및 뉴욕의 인프라 재생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며, 서던 티어의 핵심적 자본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역사적인 약속 또한 이행하고 있으며, 공공 당국과 지역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해서, 뉴욕주는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변혁적 프로젝트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모든 2년제 

및 4년제 대학 과정에 다니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무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의 등록금 무료 대학 학위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이런 

종류 중에서 국내 최초이며, 참담한 학자금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최대 소득이 100,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무료 제도가 즉시 시행되며, 향후 2년에 걸쳐 연간 최대 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간 1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던 티어의 전체 가구들 중 25,588 (81퍼센트) 가구, 빙엄턴시의 

전체 가구들 중 5,578 (83 퍼센트) 가구에게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제한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대안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라이드쉐어 운전자로서의 새롭고 유연한 근로 기회를 추구하는 것 또한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에서는 우버 (Uber) 및 

리프트 (Lyft) 등과 같은 교통 네트워크 회사들이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일적인 허가 요건을 새로 만듭니다. 

 

부동산세 경감 및 지방 정부 의무 면제 

뉴욕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뉴욕주 소득세 납부액보다 2.5배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취임 이래, Cuomo 주지사는 재산세 상한을 정하고, 지방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허약한 지방 정부를 재건함으로써 이러한 세금 부담과 싸우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은 일반 주택소유자의 2,100 

달러 절세를 통해, 서던 티어의 61,790만 달러를 포함해서 뉴욕주 주택소유자들이 

160억 달러를 절약하게 만드는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의무사항 면제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왔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부담이 과중한 여러 요건들도 철폐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방 정부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주지사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패널들이 소정의 지방 정부 계약액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뉴욕주 연금 

시스템에 대한 주지사의 개혁조치들은 주 및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대해서 향후 30년에 

걸쳐 800억 달러 이상을 절감시켜줍니다. 

 카운티 전반에 걸친 공유 서비스 재산세 절감 계획 프로그램: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은 투표권자의 승인을 받은 카운티 

전반의 공유 서비스 계획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합니다. 카운티들은 이러한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카운티 내에 포함된 다른 지방 정부들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 사회 지도자들과도 협력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계획들에서는 비싼 운송 장비나 비상 장비의 공유 등과 같이, 중복된 서비스를 

없애고,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율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조치를 통해서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세금 절감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납세자들이 2017년 11월 총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이러한 비용 절감 계획들에 

대해 투표할 것입니다. 

 

브룸 카운티에는 347대의 덤프 트럭, 65대의 도로 건설 기계, 60대의 동력삽, 82대의 

다용도 소형 트럭, 31곳의 사무실 건물을 사용하는 196곳의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 

서던 티어에는 230명 이상의 지방 정부 최고 책임자들과 180 명이 넘는 지방 의원들이 

있습니다. 

 

미국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 시행 

뉴욕주는 매년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부분 이곳 뉴욕주에 위치한 모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력을 활용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계획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모든 

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에 미국산 상품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뉴욕주기관들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처방약 가격 억제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서는 처방약 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처방약 비용 총액은 지난 3년에 걸쳐 17억 달러(약 38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지사는 처방약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보건 및 경제 

효과로부터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 측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약품이용심사위원회가 권고한 기준가격을 

초과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퍼센트의 보충적 리베이트를 

요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는 소정의 고가 

처방약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 설정. 이 계획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대비 가격 인상폭을 제한할 

것입니다. 

 고가 약품이 뉴욕주 내로 판매될 때, 해당 약품에 대해 추가 요금 부과. 추가 

요금을 통해 징수된 수입액은 해당 비용이 소비자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 뉴욕 주민들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사들에 재할당될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Pharmacy Benefit Manager (PBM)가 불공정 사업 실무를 

통해서 처방약 가격 인상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PBM의 업무 

활동 규제. 

 

헤로인 확산 근절 

2016년에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입법화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이 진행을 강화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됩니다.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모두에 대해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승인 요건 

제거. 

 합성 마약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펜타닐 유사품을 뉴욕 규제약물목록에 추가. 

 처방기관이 될 헬스케어 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부프레노르핀 

치료 기회 확대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원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되는 위기 대응 센터 설립. 

 “의사 쇼핑(doctor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부서 처방자들이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록부를 확인할 의무 부과. 

 회복 최종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뉴욕 최초의 회복 고등학교 설립.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 제정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은 깨끗한 물 프로그램들에 

전례 없는 투자를 개시하고, 환경 및 여가 시설들에 대한 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며, 

환경보호기금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금 수준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환경, 공원 및 농업 

프로그램들에 대한 뉴욕주 자금 지원을 지속합니다. 

 

현재 및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따른 조치를 개시합니다. 5개년에 걸쳐 연간 4억 달러씩 자금이 투입되는 이 역사적 

투자는 중요한 식수, 폐수, 그리고 수원지 보호 계획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2015년 이후 서던 티어의 수자원 인프라에 이미 제공한 27,930만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의 재정은 경기 불황의 수렁과 종전의 고지출 

시대를 벗어나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취임 전에는, 연간 

뉴욕주 예산이 세입보다 60퍼센트 (또는 5개 예산마다 3개씩) 더 빨리 증가되었으며, 

전체 기간에 걸친 지출은 세입 증가율 6.2퍼센트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대략 

7.0퍼센트의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2퍼센트 지출 벤치마크의 채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러한 동향이 반전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이러한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를 확대하고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전념을 강화합니다. 

 7년 연속 2퍼센트 아래로 유지된 뉴욕주 지출 증가: 행정부 예산은 뉴욕주 

운영자금의 연간 지출 증가율을 1.9퍼센트로 유지합니다. 

 뉴욕주의 잔존 부채는 연속해서 5번째 연도에도 감소될 예정: 뉴욕주 관련 잔존 

부채는 이번 행정부 기간 동안 2012 회계연도의 564억 달러에서 2017 회계연도 

말에 508억 달러로 감소되어왔습니다. 이번은 뉴욕주 잔존 부채 수준이 연속해서 

감소되는 5번째 연도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신용등급 향상: 뉴욕주는 현재 1972년 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보금 증가: 계획된 또 다른 예치금 15,000만 달러를 통해서 유보금은 

기록상 최고 수준인 25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기관 운영지출은 낮게 유지됨: 주지사 취임 이래, 주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은 지속적인 행정기관 재구성 및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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