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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2년 국정운영 발표  

  

뉴욕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New Era for New York" 의제는 뉴욕의 재개를 

염원하는 228건의 대담한 사업 포함  

  

100억 달러 의료 계획은 인력을 재건 및 성장시키고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불하게 

해줍니다  

  

주요 윤리 개혁은 주 전역에서 선출된 공무원을 외부 소득 금지 및 JCOPE를 새로운 

독립 윤리 기관으로 대체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10억 달러 규모 구제책은 소기업의 복귀를 돕고 중산층 세액 감면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부양할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뉴욕시의 대중 교통을 확장하고 기후 행동 분야에서 뉴욕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국정운영 방침서는 여기 클릭  

  

오늘 Kathy Hochul 주지사는 2022년 국정운영 연설에서 뉴욕의 새 시대를 위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설명한 자신의 의제의 9가지 주요 요소로는, 

뉴욕주 의료 경제 재건, 공공 안전 보호 및 총기 폭력 해결, 뉴욕 주민에 대한 투자, 뉴욕 

커뮤니티에 투자, 뉴욕 주택 시스템을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뉴욕을 기후 행동 및 녹색 일자리의 국가 리더로 만들기, 뉴욕의 교사 인력을 재건하고 

고등 교육을 재창조, 국가 평등 모델로서 뉴욕의 위치를 발전시키기, 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 개혁 수행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여성 최초로 국정운영 연설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저는 역사를 만들고자 이곳에 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기 

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드림(New York Dream)이라는 더 좋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버전을 세우는 데 

착수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촉진하고 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담하고 광범위한 정책 의제에 착수하여 뉴욕의 새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governor.ny.gov%2Fgkh2022gkh&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379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hQMeNB%2F3D1UZDiloT258dsG0mhTjdl30eXJybosQfc%3D&reserved=0


모든 것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성과를 드릴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뉴욕의 새시대(A New Era for New York) 의제는 뉴욕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데 각각 맞춰진 9개의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 경제 재건  

  

의료 인력을 20% 재건 및 성장시키기 위한 100억 달러 계획  

앞으로 5년 동안 Hochul 주지사의 계획은 의료 인력을 20%까지 재건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100억 달러는 의료 종사자의 급여와 보너스를 지원하는 4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뉴욕주의 의료 부문에 투자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경력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의료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간병인을 

모집하고, 재택 간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총기 폭력에 대해 강력한 조치  

  

뉴욕주 전역에서 총기 폭력 및 폭력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3개 부분 의제  

이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 및 지역 치안 당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공공 안전에 

투자하고 주 및 지방 경찰의 총기 안전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간 총기 추적 

컨소시엄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기반 총기 폭력 대응에 3배의 투자를 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에게 투자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 뉴욕 주민을 위한 세금 경감 노력  

Hochul 주지사의 계획은 2023년까지 2년까지 600만 뉴욕 주민에 대한 12억 달러의 

중산층 세액 감면을 가속화하고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참고 견뎌야 

했던 20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10억 달러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2백만 뉴욕 가정에 세액환급 혜택을 

주고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리고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도 마련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노력은 또한 뉴욕주 전역의 195,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약 

1억 달러의 세액 감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의 인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지원  

Hochul 주지사의 7대 이니셔티브는 지역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직업 및 경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뉴욕의 차세대 노동력을 모집하기 위해 인력 개발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노동력 및 경제 개발국(Office of 

Workforce and Economic Development)을 마련하고, 뉴욕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습 기회를 확대하고, 차세대 공무원을 모집하고, 

뉴욕주의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뉴욕을 장애인 고용 모델을 만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direct-payments-healthcare-workers-part-10-billion-healthcare-plan&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379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LLyP%2BbZLViBETKNP6aIWnr%2FrBtZh3vk7xmrY05%2FdT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three-part-agenda-prevent-and-reduce-gun-violence-and-violent-crim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479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SNGaF2hogLBLWimZI%2FZ%2BAwbpJboyViSilhHmFZurH4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tax-relief-thousands-small-businesses-and-millions-middle-clas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479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0ueT9FI7rgK%2B%2Fz3INralw%2BNrW40204R3FQPqt2ECbz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mprehensive-plan-strengthen-new-yorks-workforce-and-help-grow&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578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BicEW6jDj7uE1RRbrHbobWG2rgej6AsTsg6QU3NvIYY%3D&reserved=0


  

'Jails to Jobs', 인력 재진입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현 수감자 및 전 수감자는 종종 사회로 돌아갈 때 자신의 장치에 기록이 남습니다. 'Jails 

to Jobs'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개인은 교육, 자원 및 취업 기회와 연결되어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에 투자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주요 신규 확장으로 진행: 보로 간 광역 

고속버스(Interborough Express)  

Interborough Express는 Long Island Rail Road 소유의 Bay Ridge Bridge의 기존 

통행권을 사용하여 브루클린과 퀸즈의 환승 구간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노선은 통근자들을 최대 17개의 지하철 노선과 연결하여 일자리 및 기타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계획은 도시 교통 당국에 환경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 확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10억 달러 구조 계획 및 뉴욕의 경제 회복 강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생활고가 지난 후, Hochul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 구제책은 

미래의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유지, COVID 관련 비용을 부담한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금 

공제, 신규 사업체 설립을 위한 종자 자금에 투자하고,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체에 

유연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체 대출 확대, 소규모 사업체의 계약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바와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를 영구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  

코로나19 팬데믹은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생활해야 하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광대역 

연결이 얼마나 접근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다는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소외된 

커뮤니티가 이러한 광대역 액세스 부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뉴욕 

주민이 인터넷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억 달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저렴한 광대역을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 뉴욕주의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할 것입니다.  

  

뉴욕의 주택 시스템을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며 안정적으로 구축  

  

노숙자 위기를 종식시키고 주택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뉴욕주 차원의 주요 

이니셔티브  

뉴욕주 주택 시스템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Houchul 

주지사의 주택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택 확장을 위한 이니셔티브로는 숙련된 정신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SOS(Safe Options Support) 팀을 활용하고,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를 안정적인 

주택에 살 수 있게 안내하고, 421-a 세액 감면을 종식시키고, 새롭고 더 효과적인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jails-jobs-new-initiative-improve-re-entry-workforce-and-reduc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578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XtW7ctre%2B1%2BiWen1t5M1YyzdpDJZhhc7PEtXmUAx7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jails-jobs-new-initiative-improve-re-entry-workforce-and-reduc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578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XtW7ctre%2B1%2BiWen1t5M1YyzdpDJZhhc7PEtXmUAx7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lans-move-forward-major-new-expansion-transit-service-brooklyn-and&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578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SqG%2BPdkOKWj7dJd4gyu6TKjJ5OIYirMxA%2Fjt6AezM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lans-move-forward-major-new-expansion-transit-service-brooklyn-and&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578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SqG%2BPdkOKWj7dJd4gyu6TKjJ5OIYirMxA%2Fjt6AezMA%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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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1-billion-connectall-initiative-bring-affordable-broadband&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6785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CtyN5joiRbz6LuvFubpDCTMAHHZXoUcDpyHaXF0Nr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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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statewide-initiative-end-homelessness-crisis-and-addres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778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GXi90t6yxKPtD%2FtCTiLBJobuGSRbmIX%2BRw864AsLx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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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범죄 기록 또는 부정적 신용 기록이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 

이용을 개선하고, 퇴거 방지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택 재건을 위한 영구 재해 

복구 및 복원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뉴욕주의 주택 적정성 위기 해결   

주지사는 취약 인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0채의 주택을 포함해 

100,000채의 임대 주택을 마련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250억 달러의 과업인 종합 5개년 

주택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뉴욕 주택 시장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새 주택을 건설하고 적절한 도시 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주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로는 단독 주택 지역에 부속 주거 세대 허용, 대중 교통 중심 개발 

시작, 뉴욕시에 밀집을 장려할 권한 부여, 호텔 및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제한 완화가 포함됩니다.  

  

뉴욕을 기후 행동 및 녹색 일자리의 국가 리더로 만들기  

  

2030년까지 200만 채의 기후 친화적 주택 공급 달성  

건물은 뉴욕 기후 오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소 100만 가구와 최대 100만 

가구 전기 공급을 달성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계획은 일련의 입법 및 정책 조치로 

뒷받침됩니다. 여기에는 늦어도 2027년까지 신규 건설을 위해 현장 온실 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도록 요구하고, 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용 녹색 전기 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자본 계획을 

통한 저소득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해상 풍력 투자  

Hochul 주지사는 해상 풍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최소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풍력 에너지를 조달하고, 해상 풍력 전송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고, 

해상 풍력 마스터 플랜 2.0 Deep Water를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는 동부 해안을 따라 가장 강력한 해상 풍력 에너지 시장을 갖게 됩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주지사의 계획은 6,800개 이상의 일자리, 뉴욕주 전체에 121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뉴욕의 약 3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4.3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학교 시스템을 재건하고 고등 교육 재정립  

  

뉴욕주 학생, 교사 및 학교에 투자  

뉴욕의 교사 인력을 재건하고자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교사 모집 및 유지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교사 인증 절차를 가속화하고 K-12 교육을 위한 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교사와 학교 직원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학습 및 정신 건강 보조금 지급, 주 교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수립,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사 지원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이 포함됩니다.  

  

100,000가구의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 종사자의 임금에 7,500만 달러 투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weeping-plans-address-housing-affordability-crisis-new-york-stat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778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6ndFbQjQOT49%2BguBwPMBXGm9PGYz4GEHNwJzjq1D8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weeping-plans-address-housing-affordability-crisis-new-york-stat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778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6ndFbQjQOT49%2BguBwPMBXGm9PGYz4GEHNwJzjq1D8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lan-achieve-2-million-climate-friendly-homes-203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877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vcI3R28eKXKd9jQ30KQ2TvGxY8Fw%2Bw4j5OIkW0mdS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lan-achieve-2-million-climate-friendly-homes-203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877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vcI3R28eKXKd9jQ30KQ2TvGxY8Fw%2Bw4j5OIkW0mdS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ation-leading-500-million-investment-offshore-wind&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877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In151ztqVVNLs0T3zss2cl1ag1qqtEEuRabyv9qrf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investment-new-yorks-students-teachers-and-school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9781897aaf64cf615e908d9d090173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395652877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8JHc24oTB8WyV0unHhvvjlmnTjflasqBPgZeaHghW4%3D&reserved=0


공공 보육은 부모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뉴욕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육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Build Back Better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보육 접근성 확대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225%로 적격성을 증가시켜 뉴욕 전역의 100,0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에는 보육 종사자에 대한 더 나은 급여 7,500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SUNY 활성화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입지 확보  

뉴욕주립대학교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폭 

넓습니다. 이 계획에는 기관을 연구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고 SUNY가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며 SUNY 시스템 내에서 평등을 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을 경제적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모두가 SUNY 교육으로 번창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적 평등 모델로서 뉴욕의 입지 발전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증오 반대, 인종 평등 및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형평성 의제   

이 형평성 의제는 건강, 안전, 경제적 기회 보호를 목표로 성 평등, 인종 평등, 증오 반대, 

사회 정의, LGBTQIA+ 커뮤니티, 이민자 및 신규 이민자, 참전용사들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이를 지원하는 폭 넓은 계획을 추진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근본적인 존엄성, 

즉 뉴욕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개혁 추진  

  

뉴욕주 전역에서 선출된 모든 공무원을 두 가지 임기로 제한하고 외부 소득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 제안  

Hochul 주지사는 개헌안을 통해 도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감사원의 직책을 연임 2기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계 직위를 

예외로 하고 동일한 주 전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JCOPE를 새 독립 윤리 기관으로 대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공동 윤리 

위원회(JCOPE)를 폐지하고 진정 독립적이고 투명한 윤리 기관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FOIL(정보자유법) 요청 및 공개 회의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합니다. 이 계획은 외부 소통을 금지하여 기업의 구성원이 잠재적 

또는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소통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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