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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3 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   

   

의료 인력 재건 및 미래 의료 시스템 구축에 100억 달러   

   
교육 인력 강화 및 학교 투자에 310억 달러   

   
중소기업 및 중산층에 세금 구제 제공   

   
328억 달러 규모의 5개년 DOT 자본 계획을 통해 연방 자금을 이용하고 주 전역에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9억 달러 규모의 보육 안정화 보조금으로 주 전역의 15,000개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운영 비용 제공   

   
혁신 중소 기업 자금 지원과 코로나 관련 비용 공제에 10억 달러   

   
향후 5년 간 SUNY 및 CUNY에 15억 달러 투자 및 TAP 대상 확대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에 대한 40억 및 연안 풍력에 대한 

5억 달러 투자 포함   
   

25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종합 주택 계획 신규 시행   
   

사법 집행 및 지역사회 기반 총기 폭력 이니셔티브에 2억 2,400만 달러   
  

회계연도 2023 예산 자료는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Robert F. Mujica Jr. 예산국 국장과 함께 회계연도 

2023(Fiscal Year (FY))에 대한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뉴욕의 의료 및 교사 인력을 재건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좋은 

임금을 받는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적정 가격 주택을 늘려 모든 뉴욕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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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개혁을 통해 우리 주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어젠다를 통과시켜 주지사의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역사적 

수준의 재정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비할 기회를 얻어씁니다. 제가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야 말로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발전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꿀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뉴욕 드림(New York 

Drea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뉴욕 드림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이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Budget Director Robert F. Mujica Jr. 예산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은 우리가 모두 미래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수준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앞으로 주정부가 미래의 기회 또는 

도전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례없는 어려움이 오기 

수 년전부터 예산안은 뉴욕이 강한 정신만큼 굳건한 재정 상태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예산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균형 예산  

  

Hochul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3 예산안에는 뉴욕의 탄탄한 재정적 기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세 수입이 반등하면서 회계연도 2027까지 이어지는 재정 계획 

전반적으로 예산 균형을 이루었고 예산 격차가 없으며 회계연도 2023의 조세 증가는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유지됩니다.  

  

의료 인력 재구축   

   

Hochul 주지사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미해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100억 달러를 다년간 의료 분야에 투자하여 의료 

종사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다년 간의 투자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직책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0달러의 보너스,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비례 등급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의료 및 정신 위생 시설 종사자 

유지 보너스를 지원하기 위한 12억 달러   

• 인력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조정(COLA)으로 5억 

달러   

• 의료 자본 인프라와 실험실 용량 개선을 위해 24억 달러   

• 인력 및 의료 접근 및 제공에 대한 기타 투자   



   

이러한 투자와 함께 Hochul 주지사는 홈케어 강화, 경력 파이프라인 개선, 의료 훈련 

및 교육 접근성 확대, 소외지역 돌봄을 위한 의료진 확충 및 전문 인력 직접 지원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의료 인력을 20% 증대하고 재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인력 강화   

   

학교 지원금: 2023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주정부 최대 수준인 313억 달러를 2023 

학습연도에 학교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2 학습연도에 비해 21억 

달러(7.1%)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액분에는 재단 지원금(Foundation Aid)에 대한 

16억 달러 증액을 비롯해 기타 모든 학교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4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상승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단 보조금: 재단 보조금(Foundation Aid)은 뉴욕주의 주요 교육 운영 보조금 

포뮬러입니다. 주정부 기금을 공정하게 학생 수요, 지역사회 재정 수준, 지역 비용 

격차 등을 기반으로 모든 교육구, 특히 수요가 높은 곳에 할당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행정부 예산의 재단 보조금은 16억 달러(8.1%) 증액되며, 이를 통해 3개년 중 2년차에 

현행 재단 보조금 포뮬러 전액을 지원하고 각 교육구에 최소 매년 3%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행정부 예산에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 각각 5,300만 

달러씩 총 1억 600만 달러를 제공하여 모든 4년제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전임 

교원을 추가 고용합니다. 이번 투자로 SUNY에 340명, CUNY에 540명 등 약 880명의 

전임 교원이 임명되며, 임시 교원을 전일제 교원으로 변경하겠다는 CUNY의 계획을 

지원합니다.  

   

수요자 대상 세금 구제 제공   

   

중산층 감세 실시 가속화: 중산층 조세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시행되는 8개년 개인 소득 

감세는 조세연도 2018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5 조세연도 시작에 맞추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행정부 예산:    

   

• 조세연도 2023 시작 시점에 낮은 과세율을 완전히 적용하여 중산층 뉴욕 

주민에 대한 감세 실시 가속화.    

• 610만 뉴욕 주민에게 구제 제공.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한도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추가 구제 최대 2억 5,000만 달러.   

• 코로나19 관련 자본 투자 적용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를 위한 공간 확대 

관련 비용, 공조(HVAC) 장비, 야외 공간 확대 관련 비용, 비대면 판매 촉진을 

위한 기계 및 장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구제 지원: 중소기업은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부 예산은 다음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 공제 기준을 순소득 또는 농장 순소득의 5%에서 15%로 상향 

조정    

• 뉴욕에서 발생한 소득이 150만 달러 이하인 통과 단체에 대한 해택 강화.    

• 이번 예산안에 따라, 최근 가장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195,000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 소유자 세금 리베이트 크레딧 제공: 행정부 예산은 재산세 공제 크레딧 제도인 

주택 소유자 세금 리베이트 크레딧(the Homeowner Tax Rebate Credit)을 신설하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비롯해 고령자 가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 소득 250,000 달러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학교 세금 공제(School Tax 

Relief, STAR) 면제와 크레딧 혜택 대상자와 강화 학교 세금 공제(Enhanced 

STAR) 수혜자는 주택 소유자의 기존 STAR 혜택의 비율로 혜택이 발생하는 

재산세 공제 대상입니다.    

• 1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2019년 종료디ㅗ는 실질적인 재산세 공제 크레딧 

프로그램(Property Tax Relief Credit Program)을 확대 적용한 것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STAR 혜택의 비율로 계산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뉴욕시 주택 소유자도 크레딧 적용 대상입니다.   

•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평균적인 혜택은 약 970 달러이며, 200만 명 이상의 

재산세 납부 가정에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평균 혜택은 약 425 

달러이며, 또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479,000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75,000 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평균 크레딧은 약 1,05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837,8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 혜택은 세금 세금 환급 신청 대신 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되어 뉴욕의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조세연도 



2022에 소득세 환급의 형식으로 미리 시행되었으며 2022년 가을부터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집행됩니다.   

   

자본 계획 및 인프라   

   

328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5개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자본 

계획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지원되는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헌츠 포인트 인터스테이트 접근 개선(Hunts Point 

Interstate Access Improvement)와 시러큐스 I-81 교체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최종 

단계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계획은 또한 다음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올버니 리빙스턴 애비뉴 

브리지(Livingston Avenue Bridge) 현대화, 버펄로의 켄징턴 

익스프레스웨이(Kensington Expressway) 주변 재연결, 오렌지와 설리번 카운티의 

17번 도로(Route 17)를 I-86로 교체, 서퍽 카운티 오크데일 머지의 도로 통행량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보 등입니다.   

   

5개년 DOT 자본 계획(Five-Year DOT Capital Plan)은 또한 기존 브리지 

뉴욕(BRIDGE-NY) 프로그램을 10억 달러 정도 증액하며, 새롭게 10억 달러를 

오퍼레이션 페이브 아워 팟홀스(Operation Pave Our Potholes)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통합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Consolidate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을 통해 지역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보육   

   

기존 보조금 8억 3,200만 달러와 연방 보육 자원 23억 달러를 기반으로, 예산은 아동, 

부모, 보육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3년에 걸쳐 보육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연방 빈곤 기준의 최대 

200% 수준에서 최대 3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계별 조치가 

완료되면, 연간 5억 3,500만 달러 이상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추가 아동 

400,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서비스 공급자 접근성 유지—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자금에는 

2022년 비용 상승 시점에도 보육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육 근로자 지원—7,500만 달러를 보육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여 산업 참여를 

독려합니다.   

중소기업   

   

Hochul 주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해결하고 주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중소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중소기업에 집중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제안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 벤처 투자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 분야에 진출해 있는 신흥 중소기업 대상 자본 및 벤처 

대출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시드 펀딩 - 2억 달러 규모의 유연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중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 기업에 제공.   

• 중소기업 대출 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Lending Initiative) -  낮은 

이자율과 중소기업 확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을 제공.   

   

SUNY 및 CUNY   

   

SUNY 및 CUNY에 15억 달러: 행정부 예산은 향후 5년 간 매년 SUNY와 CUNY 운영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다음 년도에 걸쳐 SUNY, 개별 

소속 기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SUNY를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 고등 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행정부 예산은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와 스토니 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가 

SUNY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엔지니어링 건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 계획 시행에 돌입합니다.  

   

행정부 예산은 "학비 지원 프로그램 격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 Gap)" 

학비 크레딧 비용인 1억 840만 달러를 칼리지에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CUNY에 

5,960만 달러, SUNY에 4,880만 달러를 지원하여 SUNY 캠퍼스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노인 대학 운영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학교 시스템은 또한 행정부 예산 

법안에서 추가 운영 자금 1,860만 달러를 수령하여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수령자의 대학 입학을 권장하며, SUNY의 주정부 운영 캠퍼스에 1,370만 

달러, CUNY 노인대학에 280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에 210만 달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파트타임 학생의 TAP 접근성 확대: 행정부 예산은 현재 파트타임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학비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을 확대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SUNY, CUNY, 또는 비영리 독립 칼리지에서 6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추가적으로 75,000명의 

뉴욕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및 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 행정부 예산은 역사적인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에 대한 4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생태 서식지 복구, 홍수 위험 완화, 추가 토지 및 열린 공간 확보, 수자원 보호 및 개선, 

오염 완화 및 배출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 등을 뉴욕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권법은 또한 청정 친환경 학교(Clean Green 

Schools) 이니셔티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소외 지역사회의 공립 학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안 풍력: 행정부 예산은 주정부의 연안 풍력 공급망 및 항구 인프라 개발에 5억 

달러를 집행합니다. 국가 선도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2,000개의 

일차리를 창출하는 한편, 뉴욕이 향후 전국의 연안 풍력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250억 달러 규모의 종합 주택 계획 신규 추진. 행정부 예산은 주지사는 250억 달러의 

과업인 종합 5개년 주택 계획을 추진하여  취약 인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0채의 주택을 포함해 100,000채의 임대 주택을 마련하고 이를 보존하며 백만 

호의 주택을 전기화 하고 백만 호의 주택의 전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주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50,000호의 주택 전기화를 실시합니다. 자본 자원으로 57억 달러, 주와 연방 

세액 공제 및 기타 연방 할당으로 88억 달러, 보호소 운영, 지원 주택 가구, 임대 

보조금에 110억이 지원됩니다.   

   

총기 폭력 퇴치   

   

행정부 예산에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 집행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2억 2,4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안전과 소속감을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범죄 총기 추적 노력 자원 3배 확대 - 행정부 예산은 뉴욕주 정보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 NYSIC)에 분석팀을 증원하여 주 전역의 불법 

총기 사용을 조사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정부의 총기 폭력 

자원을 세 배로 확대하기 위해 350,000 달러를 지원합니다.   

• 사법 집행 파트너십 강화 - 행정부 예산은 1,310만 달러를 지원하여 숙련된 

뉴욕주 순찰대원(State Trooper)이 지역 사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특수한 범죄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안정화 유닛(Community 

Stabilization Unit)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 지역 사법 집행(GIVE)에 대한 주정부 직접 지원 확대 - 행정부 예산은 1,820만 

달러를 집행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총기 관련 폭력 퇴치(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한 

사법 집행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발포 



사건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지역사회 감독 하에 있는 개인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반 총기 폭력 대응(SNUG)에 대한 투자 3배 증액 - 행정부 예산은 

뉴욕의 스너그 아웃리치(SNUG Outreach) 프로그램에 대한 작년 비상 증액분을 

유지하고 총기 폭력 증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2,49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병원 

중심 및 생활 밀착형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의 모든 지역에서 노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 훈련, 취업 훈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신규 이니셔티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 총기 폭력 발생 후 지역 수요에 대응 - 행정부 예산은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기 폭력 증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에 혁신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범죄 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총기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 및 재건할 수 있습니다.   

   

중독 및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은 중독 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치료 장애 제거,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 모델 개발, 뉴욕주 지역사회 내 치료 시설 확대 등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조치를 시행합니다.    

   

행정부 예산은은 OASAS 운영 및 자본 지원을 4억 200만 달러(56%)증액하며, 이를 

통해 중독 서비스, 주거 서비스 기회, 주정부 오피오이드 해결 합의에 따른 주요 예방 

활동에 집중하여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오피오이드 

스튜어드십 세금(Opioid Stewardship Tax)과 제약사 및 공급사와의 법정 합의로 

마련한 새로운 자원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기금 중, 1억 1,300만 

달러는 주정부를 통해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지급되며, 이는 합의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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