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TRUMP 대통령의 국경 장벽 자금 지원 요구에 반대하고 정부의 운영을 

다시 재개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  

 

가장 시급하게, 연방 정부 운영이 계속 정지될 경우 2월 1일부터 영향을 입게 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당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 270만 명  

 

연방 정부 폐쇄로 휴가를 가거나 임금없이 일해야 하는, 약 16,000 명이 넘는 뉴욕의 연방 

정부 직원  

  

Cuomo 주지사, 또한 최우선 과제를 잊지 말 것을 뉴욕주 대표단에게 촉구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복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뉴욕의 연방 의회 대표단을 만나 

Trump 대통령의 국경 장벽 자금 지원 요구에 반대하고 정부의 운영을 다시 재개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국경 장벽에 대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연방 정부 업무 중단을 지속할 의사를 Trump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연방 정부 운영이 계속 정지될 경우 2월 

1일부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 270만 명이 영향을 

입게 됩니다. 이 폐쇄로 또한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농업 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방 정부 직원 수천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해 왔으며, 연방 정부 운영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교통 

안전국(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TSA) 직원이 병가를 내어 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과 주정부의 연방 정부 관련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의 입법 어젠다 및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적인 결정의 폐지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 기금의 공정한 분배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 손에 달린 

연방 정부의 운영 중단 사태로 뉴욕 주민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뉴욕 대표단을 포함하여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하원이 워싱턴의 분열의 정치와 증오에 맞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을 기대합니다. 뉴욕을 위한 주정부와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프로그램의 공제 금액 제한 

및 필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확보 문제의 해결입니다. 저는 이 일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폐쇄가 지속됨에 따라, 뉴욕주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 2018년 10월 현재 월간 약 3억 7,800만 

달러의 연방 정부 비용으로 150만 가구의 뉴욕 주민 270만 명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1월까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월의 경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비상 기금이 30억 달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달 전국적으로 필요한 47억 5,000만 달러에서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1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기금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예비 기금이 소진될 

경우, 또는 1월이 지나 연방 기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 농무부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의 EBT 시스템이 일시 정지될 것입니다. 수령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WIC)은 연방 정부 폐쇄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WIC)의 

주정부 기관들은 예비 기금을 사용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폐쇄가 지속될 경우,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WIC) 기관의 자원이 소진되어 잠재적으로 병원이 문을 닫는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기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진흥청(Farm Service Agency) - 농업 진흥청(FSA) 사무소는 12월 28일 

금요일 자정을 기해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농장 대출, 일부 농장의 지불금, 시장 

촉진 (관세 감면), 재난 지원 등과 같은 다수의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주정부는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위해 매 분기 초에 연방 정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2019 연방 회계 연도(FFY 2019) 기금 6억 8,0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는 3 

개월치의 프로그램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 뉴욕 소재 국립 공원(National Parks) - 국립 공원의 직원 고용은 생명 보호, 재산, 

공중 보건, 안전 등에 필요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여전히 

공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공원은 이전 폐쇄 기간 동안 승인된 직원수 보다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원 방문자의 방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념물은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지만,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뉴욕주가 개입했습니다. 주정부는 기념물을 

개방하기 위해 이전 2013년과 지난해 1월에 연방 정부가 폐쇄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일간 65,000 달러의 비용으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직원 임금과 운영 비용을 전액 재정 지원했습니다.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 안전국(TSA) 직원 및 특정 항공 

교통 관제 직원은 임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만 이번의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해 16,000 명이 넘는 연방 정부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안전국(TSA) 직원들은 병가를 신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폐쇄가 

지속될 경우, 지역 공항에서 심각한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연방 정부의 현재 폐쇄 기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새로운 연방 기금을 기탁하거나 이전에 

승인된 연방 교통국(FTA) 보조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거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규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 폐쇄 기간이 4주 이상 지속될 경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계약업체에 대한 지불을 연기하거나 연방 기금에 

의존하는 자본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를 포함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F연방 교통국(FTA)의 폐쇄가 지속될 경우, 특정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공제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고, 게이트웨이 터널(Gateway Tunnel)을 위한 연방 기금의 공정한 분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에게 촉구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정된 공화당의 세금 법안으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뉴욕은 올해 연방 정부에 추가로 143억 달러를 지불하여 뉴욕 

주민에 비용을 전가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 주에서 

일자리를 위협하고 뉴욕주 세제의 진보성을 훼손하여, 주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투자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뉴욕 경제의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뉴욕은 

또한 이미 미국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주입니다. 우리 납세자들은 매년 연방 정부에 

우리가 돌려 받는 것보다 356억 달러를 더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이트웨이 터널(Gateway Tunnel)을 반드시 재정 지원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한 자산인 기존 터널들은 심각하게 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터널들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가 사용할 수 없게되고 뉴욕시와 노스이스트 선형 교통로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015년에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뉴욕 및 뉴저지는 연방 정부가 새로운 

게이트웨이 터널(Gateway Tunnel) 프로젝트에 기금의 50 퍼센트를 지원하고 뉴욕과 

뉴저지가 나머지 반을 부담한다는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Trump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 협약의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격에 직면하여,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 

인종적 정의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보장하는 야심찬 제안서로 대표되는 주지사의 입법 어젠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연방 의회 대표단의 단장 겸 

뉴욕주 대표단의 공동 단장으로서, 저는 오늘 연방 의회 차원에서 뉴욕주의 우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저희와 합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Trump 대통령의 급진적인 어젠다를 거부하는 것이 뉴욕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어젠다에 따라 지난해에 이미 공화당(Grand Old 

Party, GOP)이 세금 사기를 통과시켜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ump 행정부의 운영 중단으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수령자인 뉴욕 

주민 270만 명이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우스운 장벽을 짓기 위해 

우리나라를 인질로 삼고 있는 동안, 주지사님과 함께 뉴욕이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보냅니다. 공화당(GOP)이 뉴욕 주민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끝내고 뉴욕의 연방 정부 직원 16,000 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이 연방 정부의 폐쇄를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Nita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담하고 진보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정부 업무를 수행하려는 우리 대표단과 계속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버니의 주의회에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 이상 

진출한 가운데, 우리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 프로그램의 완전한 복원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우선 과제를 언론에 알리고, 모든 정부 기관이 뉴욕의 주민 가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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