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수신: 이해단체    

발신: KATHY HOCHUL 주지사실  

일자: 10월 7일  

주제: KATHY HOCHUL 주지사 취임 45일  

  

취임 45일을 기념하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정부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Hochul 취임 당시 델타(Delta) 변이와 허리케인,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등을 비롯해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등 매우 급박한 문제와 기한이 임박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올버니에서 문제 해결을 다짐한 후, Hochul 주지사는 

정치에 나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백신 및 마스크 의무 사항 강화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고통받는 

임차인과 임대인, 이민자을 위한 팬데믹 구조 기금 신속 지급을 비롯해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 및 임대료 일시지급정지 기한 만기 등 주정부의 기타 

최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대담하고 결정적인 조치 실시에 초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Hochul 주지사가 올버니 및 주 전역에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주지사는 새롭고 다양하며 숙련된 리더십 팀을 구성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정확한 요양원 보건 데이터 공개, 주정부 기관에 투명성 

제고 계획 제출 요청을 통해 올버니 투명성을 즉각 해결하고 행정부 윤리 규정을 

개혁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협력은 터부가 아니며, 뉴욕주 팀워크가 뉴욕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취임 45일 동안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 발전을 

위한 열정, 헌신,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해결: Hochul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델타 변이 전염 완화를 위한 스마트한 

과학 기반 조치 실시, 뉴욕 주민 일터 복귀 및 학생들의 학업 복귀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률 증가 및 뉴욕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대담한 노력을 실시했습니다.  

• "뉴욕의 Hochul 주지사는 백신 의무화의 가치 입증" - 블룸버그(Bloomberg)  

• " Kathy Hochul 주지사의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은 옳은 계획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모든 의무 사항 및 프로토콜을 시행하는 가운데, 모든 의료 종사자들, 

도는 그 조합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원에서 병에 감염될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임즈 유니언(Times-Union) 에디토리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 발표:  

• "월요일 밤 Hochul 주지사는 다른 주아 카운티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들이 Hochul 주지사의 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주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Mara 

Gay, 뉴욕 타임즈(NY Times)  

•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간호사, 환자, 최고의 의료 수준 유지를 위해 

대담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Pat 

Kane, 등록 간호사, 뉴욕주 간호사 연합(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최고 디렉터  

  
  

취임 1일 대 45일 코로나/백신 데이터  

• 10월 7일 기준 뉴욕주 전역의 확진율: 2.23%(8월 24일: 3.6%)  

• 10월 7일 기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18세 이상 뉴욕 주민의 

비율(CDC): 84.9%(8월 24일: 78.7%)  

• 시작 이후 백신 접종 총 220만 회 이상  

학교 마스크 의무화 및 백스투스쿨 프로그램(VaxToSchool Program):  

• 어린이, 교사,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의무화 조치 실시는 뉴욕주 아동의 건강을 위한 것뿐 아니라, 

대면 교육을 일년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학기가 

다시 시작하자 필수 의무 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버펄로 뉴스(Buffalo 

News) 에디토리얼)  

• 고령자 및 취약계층 뉴욕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기타 조치 및 6,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조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응급구조원(EMT) 

접종 실시를 위한 길을 마련" 오번 시티즌(Auburn Citizen) 에디토리얼)  

•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최근 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범용 마스크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12세에서 17세 뉴욕 주민의 낮은 접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120개의 팝업 접종소를 설치하는 종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학령 청소년, 성인은 '백스투스쿨' 팝업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 

- 뉴스데이(Newsday))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1-10-01/new-york-s-hochul-proves-vaccine-mandates-work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1-10-01/new-york-s-hochul-proves-vaccine-mandates-work
https://www.timesunion.com/opinion/article/Editorial-COVID-craziness-16483249.php
https://www.nytimes.com/2021/09/29/opinion/nyc-vaccine-mandate-unions.html?referringSource=articleShare
https://www.nytimes.com/2021/09/29/opinion/nyc-vaccine-mandate-unions.html?referringSource=articleShare
https://www.governor.ny.gov/news/preparation-monday-vaccination-deadline-governor-hochul-releases-comprehensive-plan-address
https://www.governor.ny.gov/news/preparation-monday-vaccination-deadline-governor-hochul-releases-comprehensive-plan-address
https://www.governor.ny.gov/news/preparation-monday-vaccination-deadline-governor-hochul-releases-comprehensive-plan-address
https://buffalonews.com/opinion/editorial/the-editorial-board-solution-to-private-school-s-mask-conflict-is-for-its-supporters-to/article_cd9d0cc4-14b2-11ec-9824-db03b2a5e379.html
https://buffalonews.com/opinion/editorial/the-editorial-board-solution-to-private-school-s-mask-conflict-is-for-its-supporters-to/article_cd9d0cc4-14b2-11ec-9824-db03b2a5e379.html
https://buffalonews.com/opinion/editorial/the-editorial-board-solution-to-private-school-s-mask-conflict-is-for-its-supporters-to/article_cd9d0cc4-14b2-11ec-9824-db03b2a5e379.html
https://buffalonews.com/opinion/editorial/the-editorial-board-solution-to-private-school-s-mask-conflict-is-for-its-supporters-to/article_cd9d0cc4-14b2-11ec-9824-db03b2a5e379.html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d02c3a2-6299fac0-3d003a97-000babd9069e-da1b7b42d2709615&q=1&e=b8e17285-a19c-4550-9ce0-78dee208aee2&u=https%3A%2F%2Fauburnpub.com%2Fopinion%2Feditorial%2Four-view-state-local-coordination-necessary-to-get-more-shots-in-more-arms%2Farticle_3bc58361-76ba-5d44-aed0-655d0e6c5a61.htm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series-universal-mask-requirements-protect-new-yorkers-amid-ris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series-universal-mask-requirements-protect-new-yorkers-amid-ris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series-universal-mask-requirements-protect-new-yorkers-amid-rise
https://www.newsday.com/long-island/vaccination-covid19-pop-up-mastic-1.50378405
https://www.newsday.com/long-island/vaccination-covid19-pop-up-mastic-1.50378405


뉴욕 임차인, 임대인, 이민자에게 팬데믹 구제: Hochul 주지사는 팬데믹 구제금이 뉴욕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처리했습니다.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 8월 24일 이후 구제금 지원 총액 약 4배 증가: 10월 7일: 금주 말 8억 달러 

이상(8월 24일: 2억 300만 달러)  

• 전국 저조득 주거 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금 완료 금액 및 확보 금액 전국 최고 수준 ("뉴욕, 임대 구제 처리 

최악에서 최고 수준으로 상승" - 커브드(Curbed))  

  

배제 근로자 기금  

• 전국 최대 규모 프로그램인 배제 근로자 기금(Excluded Workers Fund)을 통해 

주정부 및 연방 실업 모헙 혜택 대상이 아닌 73,000명 이민자 뉴욕 주민에게 10억 

달러 이상 제공했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이 필수 노동자입니다.  

• 10월 말 기준, Hochul 행정부는 의회 승인을 받아 총 2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퇴거 모라토리엄  

• 수많은 뉴욕 주민이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 Hochul 주지사는 비상 세션(Extraordinary Session)을 열고 2022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퇴거 모라토리엄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첫 번째 성과는 새로운 퇴거 모라토리엄" - 커브드 )  

올버니 분위기 쇄신: Hochul 주지사는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대담한 윤리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투명성  

• 모든 뉴욕주 기관에 10월 20일까지 투명성 제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정부 

투명성 이니셔티브(Government Transparency Initiative)"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정부 법은 비밀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8월 취임 후, 행정부의 상징으로 투명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주 주지사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 버펄로 뉴스(Buffalo News) 

에디토리얼)  

• 첫 날부터 과거 행정부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양로원 사망 데이터를 추가로 

일간 코로나19 업데이트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화요일 뉴욕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행정부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데일리 가제트(Daily Gazette) 에디토리얼)  

  

실질적이고 대담한 윤리 개혁 추진  

•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n Public Ethics, JCOPE) 소속 새로운 

커미셔너 임명  

• JCOPE의 "완전 개혁"을 약속하고 행정부는 양질의 정부 단체, 의회, 대중과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대담한 윤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863ad54-87f89466-d8615461-000babd905ee-ac4a5da9b01ea0d1&q=1&e=d5700543-305d-4248-be64-5f962d6b0dd7&u=https%253A%252F%252Fdocs.google.com%252Fspreadsheets%252Fd%252F1RnHX7Ld7KJ_jgj8Sk52xjCygYRETwU-OthOGE3uduHM%252Fedit%2523gid%253D1432075608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863ad54-87f89466-d8615461-000babd905ee-ac4a5da9b01ea0d1&q=1&e=d5700543-305d-4248-be64-5f962d6b0dd7&u=https%253A%252F%252Fdocs.google.com%252Fspreadsheets%252Fd%252F1RnHX7Ld7KJ_jgj8Sk52xjCygYRETwU-OthOGE3uduHM%252Fedit%2523gid%253D14320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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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appointments-joint-commission-public-ethics-0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appointments-joint-commission-public-ethics-0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appointments-joint-commission-public-ethics-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14/hochul-to-reform-n-y-ethics-panel-created-by-scandal-hit-cuomo


  
  

현안 해결: Hochul 주지사는 기타 뉴욕주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위기 대응  

• "레스 이즈 모어 법(Less is More Act)"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의 가석방 시스템을 

21세기형으로 개혁하고 인도주의적 사법 개혁 부문에서 전국의 선도합니다. 

법안은 가석방 중인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의 기준과 특정 절차를 수정합니다.  

• 의회에서 정한 기한보다 앞서 세부 조항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가석방 개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소자 212명을 석방했습니다.  

"레스 이즈 모어 법 Kathy Hochul 주지사, 필수 사법 정의 개혁 법안에 

서명" -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  

Hochul 주지사, 사법 정의 개혁 법안인 '레스 이즈 모어'에 서명 

- 뉴스12(News12)  

Tina Luongo 법률지원협회(Legal Aid Society)의 형사변호 전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지원협회는 Kathy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교회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상무이사인 

Peter Cook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회협의회는 레스 이즈 

모어 법안에 서명해 준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전에 수감되었던 많은 뉴욕 시민들은 가석방 중에 

통금시간이나 약속을 어기면 불필요하게 다시 수감되는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JoAnne Page 포춘 소사이어티(Fortune Society)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합니다."  

•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며, 교정 인력을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수감자 이송, 주거 감독 및 안전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90일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을 라이커스 섬에서 뉴욕주립 

시설로 이송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NYC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과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뉴욕의 노력  

• 기후 변화 대응 및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 

발표:  

  

https://bronx.news12.com/gov-hochul-signs-sweeping-criminal-justice-reform-bill-less-is-more
https://bronx.news12.com/gov-hochul-signs-sweeping-criminal-justice-reform-bill-less-is-mor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actions-improve-justice-and-safety-city-jail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actions-improve-justice-and-safety-city-jail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actions-improve-justice-and-safety-city-jails
https://www.governor.ny.gov/news/no-5-declaration-disaster-emergency-counties-bronx-kings-new-york-richmond-and-queens-due
https://www.nbcnewyork.com/news/gov-hochul-orders-release-transfer-of-rikers-inmates/3279109/


• 주요 트랜스미션 인프라 프로젝트 2건을 통해 뉴욕시에 업스테이트 및 캐나다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 두 배의 목표를 실시하여 최소 10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열 에너지를 2030년까지 

뉴욕주에 공급합니다.  

• 최전선 환경 정의 지역사회의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입니다.  

• 뉴욕주 전역의 수자원 인프라 및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6억 기금 발표  

•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으로 이름이 재명명된 사업에 추가 10억 

달러 제안  

• K-12 이전 학교의 대기질 개선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5,900만 달러 규모의 

"클린 그린 스쿨(Clean Green Schools)" 이니셔티브 발표  

• Julie Tighe 보존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뉴욕주 연맹(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주간 NYC에 맞춰 

Kathy Hochul 주지사가 환경을 우선시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추가 투자를 발표해 주셔서 기쁩니다..."  

• Elizabeth Yeampierre UPROSE의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흑인, 황색인, 저소득 지역사회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오염을 

야기하는 인프라, 화석 연료 플랜트, 고속도로, 고형 폐기물 및 디젤 트럭에서 

방출되는 독성 가스 등 역사적 건강 격차의 유산을 믄들어 낸 오염원을 꺼려하는 

주체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과시킨 일선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수년에 걸친 노력이 오늘 주 정부의 발표로 실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 PUSH Buffalo 실무 책임자이자 기후 정의 작업 그룹(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구성원인 Rahwa Ghirmatzi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Kathy Hochul 

주지사님의 약속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노력을 이웃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오늘의 뉴스가 

수년 동안 환경 정의 지도자들이 주장해 온 것입니다."  

• Peggy Shepard 환경 정의를 위한 위 액트(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오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사는 뉴욕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대기 

오염의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 대기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초지역 데이터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건강 

격차에 기여하는 공동 오염 물질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주지사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입니다."  

• Anne Reynolds 뉴욕 청정 에너지 연맹(Alliance for Clean Energy New 

York)의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지역 태양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 흥미로운 새로운 약속은 뉴욕의 그리드 규모 재생 에너지 조달 계획과 

결합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기후 행동에 대해 진지하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목표의 70%를 달성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뉴욕 주민의 허리케인 아이다 복구 처리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  

https://www.amny.com/environment/hochul-unveils-slate-of-renewable-power-projects-for-climate-wee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b04e084-649fd9e6-3b0619b1-000babd9069e-a2fa844fbf59b5ac&q=1&e=b8e17285-a19c-4550-9ce0-78dee208aee2&u=https%3A%2F%2Fwww.utilitydive.com%2Fnews%2Fnew-york-nearly-doubles-goal-for-distributed-solar-installations-on-success%2F606890%2F%23%3A%7E%3Atext%3DDive%252520Brief%25253A%2C2025%25252C%252520according%252520to%252520the%252520announcement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a552556-75ce1c34-2a57dc63-000babd9069e-a32b313755b7e11a&q=1&e=b8e17285-a19c-4550-9ce0-78dee208aee2&u=https%3A%2F%2Fwww.erienewsnow.com%2Fstory%2F44791449%2Fhochul-announces-historic-new-air-monitoring-initiative-in-n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d0a2ac4-529113a6-0d08d3f1-000babd9069e-e43f3be8929e319e&q=1&e=b8e17285-a19c-4550-9ce0-78dee208aee2&u=https%3A%2F%2Fwww.troyrecord.com%2F2021%2F09%2F28%2Fhochul-announces-600-million-on-statewide-water-infrastructure-grants%2F
https://www.timesunion.com/news/article/Gov-Hochul-wants-environmental-bond-to-grow-from-16476784.php
https://www.timesunion.com/news/article/Gov-Hochul-wants-environmental-bond-to-grow-from-16476784.php
https://www.timesunion.com/news/article/Gov-Hochul-wants-environmental-bond-to-grow-from-16476784.php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59-million-clean-green-schools-initiative-improve-air-quality-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59-million-clean-green-schools-initiative-improve-air-quality-and


• 피해가 큰 지역에 즉시 뉴욕주 자원을 배치합니다.  

• 아이다 이후 뉴욕의 복구를 위한 백악관(White House)의 지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Biden 대통령의 주요 재난 선포(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확보했습니다.  

• 전국 최초로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원에서 제외된 이민자 뉴욕 주민에게 

2,700만 달러 규모의 아이다 구제 자금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 Theo Oshiro 메이크 더 로드(Make the Road)의 공동 최고 

디렉터는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연방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앞장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금을 통해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웃과 가족들은 주택을 수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계 중국인 기획 위원회(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Inc.)의 사장 

겸 CEO인 Wayne H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계 중국인 기획 위원회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비상 

지원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그 

가족은 FEMA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소스로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쁩니다."  

• 커뮤니티 활동 민권 센터(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의 John 

Park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민권 센터는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 주민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풍 아이다로 발생한 홍수로 배수 시설이 역류하여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연방 정책은 드리머(DREAMers)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가 FEMA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의 발표는 이민자 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이 태풍 재난이나 

팬데믹 지원을 잔인하게 거절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소중인 인간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대마초 산업 지원  

• Reuben R. McDaniel, III 및 Jessica Garcia를 대마초 관리국 이사회(Board of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구성원으로 임명했습니다.  

• 뉴욕주 상원이 뉴욕 대마초 규제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 CCB)의 

회장으로 전 하원의원인 Tremaine Wright를 인준하고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 국장으로 오랫동안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지지해온 Christopher Alexander를 인준했습니다.  

• "몇 주만에 Andrew Cuomo 주지사가 몇 달간 추진했던 일을 달성한 Hochul 

주지사는 새롬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행정부로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 에디토리얼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하여 낙태권 재확인  

https://www.amny.com/new-york/hochul-urges-biden-to-approve-major-disaster-declaration-for-flood-stricken-new-york/
https://www.nytimes.com/2021/09/27/nyregion/hurricane-ida-aid-undocumented-immigra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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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109271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109271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109271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a87e1aa-b51cd8c8-ea85189f-000babd9069e-d503fd13e4f1083e&q=1&e=b8e17285-a19c-4550-9ce0-78dee208aee2&u=https%3A%2F%2Fwww.saratogian.com%2F2021%2F09%2F24%2Fhochul-appoints-pair-to-office-of-cannabis-management-board%2F
https://spectrumlocalnews.com/nys/central-ny/ny-state-of-politics/2021/09/23/hochul-s-final-members-of-new-york-s-cannabis-panel
https://spectrumlocalnews.com/nys/central-ny/ny-state-of-politics/2021/09/23/hochul-s-final-members-of-new-york-s-cannabis-panel
https://www.nydailynews.com/opinion/ny-edit-the-smoke-clears-20210905-zduciul4djc7dooq3kauzu7rai-story.html
https://www.nydailynews.com/opinion/ny-edit-the-smoke-clears-20210905-zduciul4djc7dooq3kauzu7rai-story.html
https://www.nydailynews.com/opinion/ny-edit-the-smoke-clears-20210905-zduciul4djc7dooq3kauzu7rai-story.html


• 텍사스 및 전국의 낙태 금지법에 대응하여, 어젠다를 발표하여 낙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뉴욕주를 마지막 보루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 Donna Lieberman 뉴욕 시민 자유 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 의료에 대한 텍사스주의 노골적인 위헌 

공격에 맞서, 뉴욕주가 낙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도록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한 Hochul 주지사의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텍사스주나 이를 따르려는 다른 어떤 주도 시대를 역행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 Andrea Miller 전국 재생산 건강 행동 기금 기구(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낙태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각 주의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그녀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혐오 범죄 대응  

• 비영리 단체의 보안 강화 및 최근 혐오 범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약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역사적 지하철 정전 문제 해결  

• 역사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유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숙련된 인재 개발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Brian Benjamin, 부지사, 첫 번째 아프리카계 캐리비안  

• Karen Persichilli Keogh, 주지사 비서  

• Elizabeth Fine, 주지사 법률고문  

• Kathryn Garcia, 주정부 운영 국장  

• Robert Mujica, 예산 국장  

• Mary T. Bassett 박사, 의학박사, 공공보건 석사, 보건부 커미셔너 대행  

• Rory M. Christian, 공공 서비스 위원회 의장, 공공 서비스부 최고경영자  

• Adrienne Harris,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청장 대행  

• Neysa Alsina, 팬데믹 구제 특별 고문  

• Amit Singh Bagga, 정부간 업무 담당 차관보  

• Melissa Bochenski, 수석 대변인  

• Sinéad Doherty, 행정 사무차관  

• Chatodd Floyd, 법무담당 차관  

• Robin Chappelle Golston, 집행 부비서관  

• Julissa Gutierrez, 최고 다양성 책임자  

• Jeff Lewis, 비서실장  

• Stacy Lynch, Brian Benjamin 부지사 비서실장  

• Marty Mack, 업무 약속 담당 비서관  

• Shirley Paul, 선서구 디렉터 겸 선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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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ma Seemangal, 정책 운영 차관  

• Linda Sun, 수석 부대변인  

• Julie Wood,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8월 24일 이후 통계  

• 공공 행사 72건  

• 언론 행사 42건  

• 카운티 방문 15건  

  

사업장 안전 개선 및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  

• 뉴욕주 영웅법(HERO Act)에 따라 코로나19를 공기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발표했습니다.  

  

• 뉴욕주 AFL-CIO의 Mario Cilento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코로나19와 향후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뉴욕 영웅법이 의도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Hochul 지사님께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첫날부터 입법부, 

노동부와 협력해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이번 

조치로 그러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 직장 안전을 증진시키고 일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4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작업 구역에서 속도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모 프로그램 설치  

건설 계약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의무화  

고급 공동 주택 및 콘도에서 건물 서비스 직원에게 일반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공동 작업 혜택을 확장하도록 의무화  

공유근로 혜택 확대 법안  

  

뉴욕주 건축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의장인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건설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존엄과 생계를 박탈하는 임금탈취 위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EIU 32BJ 지부 Kyle Bragg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동절에 32BJ는 더 나은 임금 및 혜택과 강화된 보호로 뉴욕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한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2,000명 이상의 건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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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 목수 지부회(New York City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 Joseph Geiger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착취당한 근로자들은 탐욕스러운 계약업체에 의해 임금을 

빼앗겼습니다. 이 법안은 임금 착취로부터 뉴욕의 모든 건설 

노동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곳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확고한 동맹이었던 Hochul 지사가 이 법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특히 

적합합니다..."  

  

향후 계획  

 

45일 이후에도 뉴욕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해결, 더 많은 경제 구제 추진, 총기 폭력 위기 대응 도는 사법 정의 시스템 교정 

등 Hochul 주지사는 계속 새롭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정치에 도입할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을 위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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