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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어젠다 발표: 재구상 | 재건 | 재개  

  

주지사, 11번째 주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를 격퇴하고 뉴욕의 경제 부활을 시작하며 더 

안전하고 정당한 주를 만들기 위한 대담한 어젠다 추진  

  

Cuomo: "지난봄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뉴욕 주민들이 해낸 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뉴욕을 

습격했을 때 우리는 며칠 만에 하나의 사례가 수백 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렌이 밤을 가득 채웠을 때, 하트 아일랜드에 고요함과 공동묘지가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이 뉴욕 주민을 옥죄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확산을 늦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민들은 할 수 있으며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단합하여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뉴욕의 최선의 힘이며 뉴욕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의심과 패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정부가 정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제정할 수 없고,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최저 임금을 올릴 수 없고, 지하철 터널을 고칠 수 없고, 새로운 태팬 

지 브리지를 만들 수 없고, 버펄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고, 에이즈 전염병을 끝낼 수 

없으며, 중산층에 무료 대학 수업을 제공할 수 없고, 새로운 펜실베이니아 트레인 홀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한 뉴욕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시정 방침(2021 State of the State)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어젠다인 재구상 | 재건 | 재개는 코로나19 격퇴뿐만 

아니라 뉴욕과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선도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뉴욕의 경제 회복을 개시하는 것, 더 공평하고 더 정당한 주를 

만드는 것, 주를 재개하는 것, 성장하고 있는 녹색 에너지 경제 선도하기, 뉴욕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를 격퇴하고, 뉴욕의 단기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및 인종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우리의 보건의료 및 주택 

시스템을 재구상하고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및 온라인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통한 



 

 

새로운 세입 탐색, 마땅히 받아야 할 연방 복구 기금에 대한 싸움 지속,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형사 정의 및 선거 시스템 생성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주 재개, 성장하는 녹색 에너지 경제 성장 선도하기, 뉴욕의 인프라 재건 및 강화에 

중점을 둔 제안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봄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뉴욕 주민들이 해낸 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뉴욕을 습격했을 때 우리는 며칠 만에 하나의 사례가 수백 

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렌이 밤을 가득 채웠을 때, 하트 아일랜드에 

고요함과 공동묘지가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이 뉴욕 주민을 옥죄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확산을 늦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민들은 할 수 

있으며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단합하여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뉴욕의 최선의 힘이며 뉴욕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의심과 패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정부가 정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제정할 수 없고,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최저 임금을 올릴 수 없고, 지하철 터널을 고칠 수 없고, 새로운 태팬 

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를 만들 수 없고, 버펄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고, 에이즈 

전염병을 끝낼 수 없으며, 중산층에 무료 대학 수업을 제공할 수 없고, 새로운 

펜실베이니아 트레인 홀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한 뉴욕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인생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낫게, 

때로는 더 나쁘게 바뀌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피소드가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그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위험과 위기가 

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 순간의 약속과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일 년간 우리는 

경제가 전 세계에서 재정렬되고 재설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뉴욕이 이 길을 이끌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안감이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거나 긴급성, 필요성 및 혁신의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모토인 엑셀시어(Excelsior), 더욱 더 높은 곳입니다."  

 

2021년 재구상 | 재건 |재개 하이라이트  

  

의료용품법(Medical Supplies Act) 통과: 미국은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초창기에 

뉴욕주는 국가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였으며, 최전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질병에 그들이 걸리기 쉽게 두었습니다. 뉴욕은 병원이 환자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도록 다른 국가, 심지어 주와도 경쟁하여 

해외에서 중요한 제품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중요 의료 장비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미국이 제조한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용품 구매를 우선하도록 

의료용품법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에 영구적인 법이 된 미국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이 미국에서 만든 구조용 철강에 대해 조치한 것처럼, 이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한 부문의 건강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원격 의료 법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의 불공평을 

드러냈으며 원격 의료는 저소득 지역사회, 특히 행동 보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기간 동안 

주지사는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성공적인 개혁을 성문화 및 구축합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이 원격 의료 도구를 활용하고 기존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원격 의료 개혁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원격 의료를 장려하는 배상 

인센티브 조정, 원격 의료 전달에 대한 오래된 규제 금지 제거, 오래된 장소 요구 사항 

제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제공자 모두의 기술적 불안 해결, 원격 의료의 

혁신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 설립 등으로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백신 접종 노력에 대한 사회 및 인종 정의 보장: 백신이 특히 유색 지역사회에 공평하게 

배포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New York Vaccine 

Equity Task Force)를 설립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 Letitia James 

법무장관, Marc Morial 전국 도시 연합(National Urban League) 회장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의장을 맡은 주지사의 공정 

태스크포스는 기존의 백신 접종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미국 

원주민, 교외, 저소득, 공공주택 지역사회, 기타 보건의료 사막의 백신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백신 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주지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기존의 보건과 

사회적 격차에 기여한 광범위한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언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성 보호를 보장하고,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문화적으로 

상응하며 모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의 백신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는 민간 단체 및 

지역, 공립 클리닉과 파트너십을 맺어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도달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중 보건 단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해 뉴욕을 국내 최초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미래의 공중 보건 위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약 



 

 

2천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다른 공중 보건 긴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국내 최초의 공중 보건단체 출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명의 대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에는 학부 및 대학원 공중보건 프로그램, 간호학교 및 의과 대학, 최근 

졸업생, 퇴직한 의료 전문가,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개발한 집중적인 

공중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일반인이 포함됩니다. 블룸버그 

필랜트로피스(Bloomberg Philanthropies), 노스웰(Northwell),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 단체를 관리 및 조율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뉴욕은 공중 보건 전문가를 계속 모집하고 

교육함으로써 주 및 카운티 보건기관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공중 보건 단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 단체는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무료 시민 공중 보건 교육: 다음 공중 보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하기 위해, 주정부는 코넬과 함께 무료 시민 공중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을 

교육하고 인증하여 다음번 보건 비상사태에 지역사회를 돕도록 자원할 준비를 마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주에 대한 연방 지원 지연과의 싸움: 뉴욕은 지난 이른 봄에 

바이러스의 기습을 당했습니다. 대규모 기관이 보건 위협과 몇 달간의 경고를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점점 증가하는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를 알아차렸을 때 연방 

정부는 중국에만 집중하여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던 유럽 출신 여행객 3백만 

명이 뉴욕시 지역 공항과 다른 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에 

의한 중대한 과실 행위였습니다. 뉴욕주는 이에 대한 대응에서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연방 정부에 의해 스스로 방어하도록 방치된 뉴욕 주민들은 과학 기반 접근법을 통해 

감염률을 줄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 중 하나를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의 

경제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일부가 반등했음에도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잃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모두 뉴욕의 중대한 재정 위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150억 달러의 예산 격차와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뉴욕은 

연방 정부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방 정부의 제일의 

기증자로서 뉴욕은 이미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워싱턴에 보내는 데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워싱턴은 뉴욕주를 끊임없이 학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메디케이드(Medicaid) 배상 비율을 제공하고, 인프라 기금을 줄이고,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를 줄였습니다. 이 공제로 뉴욕 주민의 세금을 

올리고 3년간 뉴욕에서 300억 달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모든 일 이후, 뉴욕은 연방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뉴욕과 다른 주들에 빚진 공정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싸울 것입니다.  

  

포괄적인 성인용 대마초 프로그램 통과: 2019년 Cuomo 주지사는 마리화나 불법 소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일부 마리화나 유죄 

판결 기록의 말소 처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말, 주지사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장과 대마초 제품의 국경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주가 참여하는 정상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새로운 성인용 대마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기존 의료 및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과의 

전쟁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유색인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에게 라이선스 기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성인용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6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동에 35억 달러의 박차를 가하고 

완전히 구현될 시 세입 3억 달러 이상을 생성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활성화: 스포츠 도박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머피 v. 전미 대학 경기 협회(Murphy v. NCAA)의 미국 대법원은 대부분의 주정부에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했던 연방법을 뒤집었습니다. 스포츠 도박은 지금 

14개 주에서 온라인으로 합법화되었으며, 경계 주인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합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4개의 업스테이트 상업 게임 시설 및 아메리카 원주민 게임 

시설에서만 합법입니다. 산업 조사에서 뉴저지 스포츠 도박 세입의 거의 20%가 뉴욕 

주민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주에 수백만 달러의 세입 손실을 입힙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는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1개 이상의 제공자를 선택하는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을 발행합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라이선스가 있는 

상업 카지노 중 적어도 한 곳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모바일 

도박 앱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가 남용과 중독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체 재개를 지원하는 신속 검사 네트워크 생성: 지난 몇 달 동안, Cuomo 주지사의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재개 계획은 많은 사업체들이 공중 보건 절차에 따라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야외 식사 공간 및 배달 옵션과 같은 뉴욕 사업체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촉발했지만 

이러한 산업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검사 능력을 선도하여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체 재개를 지원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사업체가 안전하게 수용 인원 

제한을 줄일 수 있도록 검사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뉴욕을 시작으로 도심에 



 

 

편리한 검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검사 회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은 또한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으로써 이 중요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신속 검사소로 구성된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은 새로운 신속 

검사 시설에 들어가 검사를 받고 15분 후 저녁 식사 또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이 경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보호와 신뢰의 층을 더할 것입니다.  

  

치안 유지 활동 개혁 촉진: 올해 Cuomo 주지사는 George Floyd, Breonna Taylor, Daniel 

Prude, 그리고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법 집행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50-a를 폐지한 개혁 어젠다인 "세이 데어 네임(Say Their 

Name)"에 서명하여 목조르기 진압을 금지하고, 인종에 기반한 911 전화를 금지하며, 

법무장관을 경찰이 관련된 비무장 시민의 사망에 대한 독립 검사로 임명한 그의 2015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성문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 집행기관에 제기된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장관 사무실 내에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Law 

Enforcement Misconduct Investigative Office)을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불신은 뉴욕과 전국에 걸친 지역사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 중 하나이며, 지역사회는 

경찰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를 인식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 개혁 및 재창조 협력(New York State Police Reform and 

Reinvention Collaborative)을 만드는 행정명령 20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절차를 위해서는 모든 지방 정부와 경찰이 치안 유지 행위 전략을 현대화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참여시켜 2021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비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주 자금 지원이 손실됩니다.  

  

주 전역 탁아 옵션의 설립 촉진: 코로나19 팬데믹은 저렴한 탁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면 

저소득층 가정을 어렵게 하고, 주로 여성들인 간병인이 가정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자녀를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가격 

적절성은 탁아 서비스를 찾는 가족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지만, 탁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접근성 부족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불충분한 고품질 제공자 가용성 또한 

가족이 탁아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자녀와 부모가 탁아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부모 보조금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줄여 약 32,000개의 일하는 가구를 

돕기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는 어떤 뉴욕 가정도 탁아 보조금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 이상인 소득의 20%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머지 탁아 비용은 보조금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모든 가족이 양질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 보조금에 6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탁아 사막에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탁아 

서비스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연간 50만 달러로 확대함으로써 뉴욕주 



 

 

고용주 제공 탁아 크레딧(New York State 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의 

가치를 높입니다. 직원에 대한 탁아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툴킷을 만들고,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내에 영구 탁아 서비스 부문 

워크그룹을 수립해 협의회의 결정에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기 위한 보너스 인센티브로 엑셀시어 

세금공제(Excelsior Tax Credit)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엑셀시어 탁아 서비스 

투자세 공제(Excelsior Child Care Investment Tax Credit)를 수립할 것입니다.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탁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탁아 서비스 보조금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여 가족의 낭비, 

중복 및 혼란스러운 규칙을 없애기 위해 탁아 가용성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채택할 것입니다. 특히, 주지사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과 아동 및 가족 평의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에 연방 및 주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여 개혁과 간소화를 위한 기회를 파악하고, 

행정 부담 및 제공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복 배경 조사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 또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규제 프로그램의 채용을 탐색하는 개인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아동 학대 및 가학 중앙 등록(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통과 양식을 제출하는 요구 사항을 제거하도록 법안을 추진합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 간소화 및 개선: Cuomo 주지사가 처음 

취임한 이래로 가정 폭력과 성폭행을 끝내는 것은 뉴욕의 최고 어젠다였습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래, Cuomo 주지사는 소녀, 여성 및 모든 가정 폭력 및 학대 생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고 판사로 

하여금 가정 폭력의 영향력에 대해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며 공동 재산 분배를 결정하는 

내용의 2021 회계연도(FY 2021) 예산에서 추진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수의 광범위한 

유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칼리지 

캠퍼스에서의 스토킹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이너프 이즈 이너프(Enough is 

Enough)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이제 가정 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통해 이 작업을 한 단계 더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법원에 

가해자가 주거 단위에 대한 손해, 이동 비용 및 가정 폭력과 관련된 기타 주택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제안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총기 구매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정 폭력 경범죄 라벨을 만드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가정 파트너에 

대한 경범죄 공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Office to 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으로 재편되어, 



 

 

가정 폭력과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임차인 및 중소기업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 및 모기지 구제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전역에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을 일으켰으며 뉴욕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업체 폐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경과적인 실업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도 

모기지 또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이나 사업체를 잃을 위기에 처한 뉴욕 주민이 가장 

이를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미 법안에 따라 2021년 5월 1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거주 퇴거 조치에 모라토리엄을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단계 더 추진하여, Cuomo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늦거나 놓친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비용을 즉시 

지불하고 시간이 지난 후 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허가하는 행정명령을 성문화할 것이며, 

5월 1일까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고난을 견뎌온 상업 임차인을 위해 5월 1일까지 상업 퇴거에 

대한 주 전체 유예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기존 행정명령을 성문화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제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나라와 

뉴욕주의 지속적이고 엄청난 의료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는 코로나19 기간에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존 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러한 불일치의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고 뉴욕이 팬데믹에서 더 강하고 공평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의 성공적인 건강 보험 거래소, 뉴욕주 보건부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은 주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부담금은 인당 

20달러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개인은 여전히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뉴욕 주민이 보험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4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 대한 월간 건강보험부담금을 없애고, 건강보험 

부담금에서 매년 약 1억 달러를 절약하고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명의 뉴욕 

주민을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 지속: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2017년에 개시된 후, 이 전국 최초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및 지역사회에,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Arrivals, DACA) 또는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포함하여 연방 이민법 시행 전술(federal immigration enforcement tactics)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해 45,000건이 넘는 필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단기 대학,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등과의 공조 

하에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는 뉴욕 전역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추방 절차 및 기타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 귀화 및 고용 허가 신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 서비스 및 의료에 대한 연결을 포함한 기타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여 

계속 싸우기 위해 자유 수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힘, 특성, 자부심은 

우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로 만드는 다양성과 풍요로운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을 집으로 삼은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확대: 뉴욕의 과거 획기적인 선거 개혁에 더하여, Cuomo 

주지사는 계속해서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집계를 가속화하는 절차를 개선하며 

사전 투표에 대한 시간을 추가하는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사전 투표에 대한 접근성 확장: Cuomo 주지사는 사전 투표 시간을 주말 및 

10일간의 사전 투표 기간 중 평일 최소 3일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  

• 불참 핑계가 없는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부재자 투표: 2019년에 Cuomo 주지사는 

입법부가 우리 주에서 불참 핑계가 없는 부재자 투표를 현실로 만들도록 국가 

헌법을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했습니다. 

2021년에 주지사는 의회에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다시 빠르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여 제안된 개정안이 투표에 올라 유권자가 비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시간을 추가로 허용: 주 선거법은 현재 

유권자들이 선거일 30일 전에 결석 투표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자가 많은 선거에서, 이 기간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표 요청을 처리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낼 시간이 줄어듭니다. Cuomo 

주지사는 유권자가 선거 45일 전에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투표용지가 위원회에 의해 확정되고 승인되는 즉시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의 집계 속도 향상: 뉴욕주 선거법은 많은 수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빠르게 집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2주 

이내에, 그리고 예비 선거 8일 이내에 투표 용지를 처리하고 계산하기 위해 

모이도록 합니다. 뉴욕주가 각 선거 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집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이를 처리하고 선거일에 집계 및 보고를 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가 주택을 위한 활용도가 낮은 상업 공간의 창의적 재활용: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개됨에 따라 뉴욕은 전국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이동이 

감소했습니다. 뉴욕시는 중앙 비즈니스 지구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들과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상업 허브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무실 및 호텔 공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이전에는 상업적 공간이었던 곳의 용도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저렴하고 지지적인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연중무휴 역동적인 연중무휴 근무 지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5년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주가 맨해튼 중앙 비즈니스 지구의 사무실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주택 전환을 

촉진하면 뉴욕의 고용주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경제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안전한 대피소 확보 및 지속적인 치료 제공: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경력 

전반에 걸쳐 노숙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봉사하는 선두 주자였으며,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9월에, Cuomo 주지사는 세계 코로나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 속에서 

안전한 대피소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 전역의 

모든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에 지침을 제공하도록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에 지시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은 대피소에 대한 공지 및 비공지 방문을 조합하여 지침과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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