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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향후 위험은 남아 있지만 탄탄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재정 계획 발표  

  

4개년 계획의 매년 세입 예상치보다 21억 달러 상회  

  

주지사,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비해 11억 달러를 올해 예비비로 책정 지시  

  

코로나19 변이가 경제 재개에 위협이 되고 있어 위험은 남아 있는 상태  

  

뉴욕주 Kathy Hochul 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정 계획(New York State Financial Plan)에 

대한 1분기의 업데이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4개년 계획 중 매년 21억 달러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경제 성장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탄탄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현 연도와 내년에 균형을 이루고, 회계 연도 

2025년까지 예산 격차가 거의 20억 달러까지 감소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추가 세입 중 11억 달러가 올해 예비비로 책정되고,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가 책정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재정 상태는 일 년 전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전되어 탄탄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COVID-19) 의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우리의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경제 침체와 새로운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주 예비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뉴욕 주민과 

우리 경제를 팬데믹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뉴욕이 앞으로 발전해가는 데 매우 

중요한 미래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개년 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는 주 재정 계획은 회계 연도 2022년의 모든 

자금 지출을 2,09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임대료 경감 지원을 위한 연방 기금 3억 

달러가 들어와 5월에 발표된 예산 편성 재정 계획(Enacted Budget Financial Plan)에서 

예상보다 0.3 퍼센트 증가한 것이며, 공무원 연맹과 노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재원 세입은 2,153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예상을 상회한 21억 달러를 반영하면 0.7 

퍼센트의 증가입니다.  

https://www.budget.ny.gov/pubs/archive/fy22/en/fy22en-fp-q1.pdf
https://www.budget.ny.gov/pubs/archive/fy22/en/fy22en-fp-q1.pdf


  

예산 편성 당시에 재정 계획(Financial Plan)은 FY 2024년에 14억 달러, FY 2025년에 

20억 달러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1분기 재정 계획은 FY 2024년에 2억 

4700만 달러, FY 2025년에 12억 달러의 격차를 보여 2년간 거의 20억 달러가 

감소되었습니다. FY 2022년과 FY 2023년에는 예산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연도에, 새롭게 인식되는 세입은 11억 달러가 예비비로 추가되며, 여기에는 FY 

2021년에 시행된 반복 예산 10 퍼센트 삭감에 따른 잠재적인 노사합의 및 기관 운영 자금을 

위한 예비비가 포함되며,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 감소에 6억 5천만 달러가 편성되며, 

남은 자금은 최근 공무원 연맹과의 노사합의에 든 전년도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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