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정의 어젠다(2019 JUSTICE AGENDA) 개요 발표 임박한 정의 

어젠다의 실현  

  

주지사가 모든 주민을 위해 완전하고 진정한 정의 실현 공약의 추진을 보장하는 어젠다를 

촉진하는 9 번째 시정 방침 연설(9th State of the State Address)  

  

Cuomo 주지사: “우리 관인에는 위대한 주 뉴욕(Great State of New York)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뉴욕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뉴욕은 분열되어 정복당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합되는 것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상호 관계의 힘을 믿고, 가장 큰 축제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뉴욕은 위대합니다. 여전히 가장 강력한 4 글자 단어가 사랑(love)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합니다. 증오해서는 안됩니다. 뉴욕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증오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뉴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나라에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연방 정부의 기능 부전과 운영 중단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는 Cuomo 주지사  

  

워싱턴의 치명적인 연방 정부 공격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 분야에 전례가 없이 투자하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성인용으로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고 우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시정 방침 목록(2019 State of the State Book)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시정 방침(2019 State of the State)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주지사의 2019년 정의 어젠다(2019 Justice Agenda)는 모든 주민을 위해 

완전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보장합니다. 연방 정부의 기능 장애 및 운영 

중단이 지속되는 동안,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는 워싱턴의 치명적인 연방 정부 공격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며, 21 

세기의 우리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이번 행정부의 9년 차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http://www.governor.ny.gov/2019SOSBook


증가를 2 퍼센트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연방 정부가 진보의 시기를 

퇴행시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 최대의 사회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Cuomo 

주지사는 주의회가 소집된 직후에 최우선 과제 실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지사의 

입법 어젠다를 마련했습니다. 시정 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주지사는 

주의회 회기 첫 100일 동안 이 우선 과제들을 위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국가적인 

수준의 전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뉴욕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어젠다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쌓아온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교들이 공평한 기금을 분배받고, 역사적인 형사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건강 

보험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공격에서 뉴욕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수자원 보호 등의 전쟁에서 미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진정한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입니다. 워싱턴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분열과 정부의 기능 

부전을 초래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뉴욕주는 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어 주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  

•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은 모든 기금 

기준으로 1,752억 달러입니다.  

•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은 1.9 퍼센트 증가한 1,020억 

달러입니다.  

• 보건 및 교육비 지출은 3.6 퍼센트, 집행 기관 운영 비용은 0.8 퍼센트 

증가합니다.  

  

경제 정의(ECONOMIC JUSTICE)  

  

단계별로 지속하는 중산층 감세: 이 예산은 중산층 감세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 

개혁안에 따라, 감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최대 20 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5.5 퍼센트와 6 퍼센트로 감세를 지속하여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소득세 

신고자를 위한 연간 감세액이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부유세(Millionaire's Tax) 연장: 진보성을 강화하여 뉴욕 중산층을 위한 세금 공평성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백만장자에 대한 현행 부유세율을 5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뉴욕의 미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분야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연간 약 44억 달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된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영구적으로 유지: Cuomo 

주지사는 첫 번째 주지사 선거 운동과 주지사 취임 첫 해의 행정부 우선 과제로 사상 

최초의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습니다. 2012년에 이 세금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평균 인상률은 약 2 퍼센트였습니다. 이 세금 상한제로 납세자들은 약 

250억 달러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그가 과거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보존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 보수의 허점 시정: 연방법의 심각한 허점때문에, 헤지 펀드 매니저 및 사모 투자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는 다수의 중산층 주민 가정보다 낮은 

소득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성과 보수”의 허점으로 중산층 뉴욕 주민에게 상당한 

비용이 전가됩니다. 주정부는 매년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평하게 납세하도록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법에 따라 성과 

보수의 허점을 막고, 연방 정부의 세법에 따라 이 허점으로 얻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제도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투쟁: Cuomo 주지사는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을 고려할 때 매순간 연방 정부의 

조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우리는 세 곳의 다른 

주들과 함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 공격에 대해 연방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법과 뉴욕주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계속 저항할 것이며, 연방 하원의 새로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 제도를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을 표적으로 삼은 위헌적인 세법에 대하여 연방 정부에 지속적으로 소송 제기: 

Cuomo 주지사와 Barbara D. Underwood 법무장관은 워싱턴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의 대폭적인 삭감으로부터 뉴욕주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새로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액의 한도가 

뉴욕과 이와 유사한 주들을 겨냥하여 제정되었고 주정부가 세제 결정을 할 권리를 

간섭하여, 이러한 주들의 납세자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 제도에 대한 

법의 전례가 없고 위헌적인 한도를 막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21 세기 인프라 구축  

  

네이션의 최대 인프라 프로그램에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 Cuomo 지사는 향후 5년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전례가 없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0 

회계 연도(FY 2020)부터는, 이러한 자본 프로젝트들이 교통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을 

재건하고, 경제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주도하며, 새로운 환경 시설 및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재정 지원: 올해 주지사는 교통 시스템을 전환하여 맨해튼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 내의 이동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여 대중 

교통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이 계획은 교통 정체에 시달리는 뉴욕시 주민과 

방문객에게 당연히 누려야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 교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대한 책임성 확립: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책임성이 

결여된 관료주의 집단입니다. 1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단 한 사람도 다수 

후조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중대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직원을 대표하는 32 개의 노동 조합이 

있습니다. 이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와 뉴욕주 간의 전용 

기금 조달 및 자본금 부족분의 분할 필요성을 계속 해결하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수립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의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지정된 권한과 적절한 재정 지원에 의해서만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뉴욕 주민에게 어울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스템으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 계약을 확대하고 기타 효율성 제고: 

Cuomo 주지사의 1,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대담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열쇠는 복잡한 프로젝트에 설계 및 

시공 일괄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단일 계약자가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제 시공을 

담당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과 세금을 절약한다는 주지사의 선견지명이 있는 

결정입니다. 주정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시공 일괄 계약 방식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건설 관리자 위험 

감수(Construction Manager at Risk, CMAR) 계약 방식과 같은 최첨단 방법의 사용을 

승인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상향식 경제 개발 전략 지속  

  

제 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에 

7억 5,000만 달러 투자: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장기적인 지역 전략 경제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10 곳의 지역에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는 7,3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1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뉴욕에서 23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제 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 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제 4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투자: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다운타운 지역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가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의 변화 가능성에 

근거한 주정부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10 곳에 의해 후보지로 지명됩니다. 세 

차례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지로 선정된 각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주요 촉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은 제 4차 다운타운 활성화 

프로그램(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에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모든 주민을 위해 양질의 교육 보장  

  

공평한 방법으로 더 많은 주정부 원조를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교에 제공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교육청에 기금의 70 퍼센트를 주정부가 배분하지만, 교육청은 

그 기금을 언제나 공평한 방식으로 교육청 내의 학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부 교육청에는 이 지역의 평균 학교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학교에 학생 1인당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교육청이 2019-20 학년도 학교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금 할당을 이렇게 늘리는 일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금이 그 학생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금 증액: 교육청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은 2012 회계 

연도(FY 2012)와 비교할 때 81억 달러(42 퍼센트) 증액될 예정입니다. 올해 증액율의 70 

퍼센트 이상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청에 배정됩니다. 재단 지원금은 3억 3,8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보편적 어린이집(Universal Pre-Kindergarten) 확대: 이 예산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청 내의 3 세 및 4 세 아동들을 위해 양질의 반일 및 전일 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티치 뉴욕(We Teach NY)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신임 교사 250 명 

모집: 교사 구인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024년에 

뉴욕의 교실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250 명의 신임 교사를 전략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300만 달러를 위 티치 뉴욕(We Teach NY)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급 과정의 수강 인원을 늘리기 위해, 빈곤률이 높은 학교에 실력이 있는 교사 투입 

확대: 2013년에 Cuomo 주지사는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된 교육자들의 경우, 

4년간 매년 15,000 달러의 급여, 전문성 개발 기회, 차세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사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뉴욕주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New York State Master Teacher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빈곤한 

학교에서 뛰어난 교육자를 영입하여 유지하기 위해,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은 

교사의 이직률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교사 비율이 높은 빈곤한 학교들에서 

실력있는 교사 100 명을 새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학생 대출자 보호: 뉴욕에는 약 280만 명의 학생 대출자가 있습니다. 약 30 명의 학생 

대출 서비스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출 채무 잔고가 수백 억 달러에 

이릅니다. 주지사는 뉴욕 주민 소유의 학생 대출 서비스 회사들이 뉴욕주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모기지, 선행 수수료 금지, 공정한 계약, 대출자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시, 법을 준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법과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생 대출자를 전면적으로 보호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프로그램 개시: Cuomo 주지사는 인력 투자를 위한 신규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프로그램를 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단기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지 구인 네트워크를 개선하며, 

수습직을 확대하여 청정 에너지, 보건 기술, 컴퓨터 과학 등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 

분야의 장기적 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지역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은 경력 단절에 직면한 여성, 청년 및 기타 주민의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직원 교육 인센티브 프로그램(Employee Training Incentive Program, ETIP) 강화를 

통한 고용주 주도형 교육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ETIP 세액 공제를 추가적인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인턴쉽 기회로 확대함으로써 직장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전문 교육 과정을 갖추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인센티브 프로그램(Employee Training Incentive Program)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183호 행정 명령(EO 183)을 법으로 정해서 지방 정부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여, 노동 

조합 파괴 활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뉴욕주에는 노동 조합원을 지지해 온 오래된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제 183호 행정 명령(EO 183)을 법으로 

제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노동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조합에 대한 지지를 지속할 것입니다.  

  

임금 착취에 대한 형사 처벌 증가: Cuomo 주지사는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른 형태의 

착취 행위 처벌과 긴밀히 연계하여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적정 가격 주택 입주 보장  



  

임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 제정: 올해 주지사는 빈집 자유 임대료제 철폐, 

특혜 임대 폐지, 건물 및 아파트 개선 비용 부담 제한 등 적극적인 임대 규정 개혁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임대료 규제 주택 재고가 보존되고,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뉴욕 주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적정 가격 주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장벽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보증금 한도를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 즉 뉴욕주 전 지역에서 최고 1개월 임대료로 보증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부담스러운 보증금이 새로운 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입주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신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 가정을 도우며, 신용 점수를 전체적으로 평가: 

뉴욕주에서는 집주인 대부분이 잠재적인 세입자에 대한 배경 신용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종종 신용 점수가 낮거나 신용 기록이 불충분한 지원자를 거부하게 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양질의 적정 가격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 운영자가 부실한 신용이나 파산 기록이 있는 신청자를 

자동으로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입니다. 대신에 주정부는 모든 

잠재적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가 신용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대료 지불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평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주민을 위해 공정한 주택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원 보호 규정 제정: 뉴욕주의 특정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합법적인 소득원을 기반으로 한 신청자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임금 소득이나 소득 지원 제도에 의존하는 가구, 가족을 위한 주택을 얻기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구 등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지사는 합법적인 소득원이 

뉴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에 대한 재정적 불안정을 줄이는 데 방해가 되는 

입주 장벽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합법적인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을 개정할 

것입니다.  

  

빈곤 퇴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인력 개발위원회(REDC Workforce Development Committees)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 

지역사회 지원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대표 자리 신설: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은 주지사의 빈곤 퇴치 어젠다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을 계속 재정 지원하여, 보다 

많은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지원하면서 빈곤 퇴치를 위한 뉴욕주와 지역 파트너쉽의 



성공을 기반으로 제안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지역사회 빈곤 퇴치 활동 공약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와 경제 개발 지역사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대표가 각 지역의 인력 개발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Committee)에 포함되어 

주지사의 새로운 인력 개발 프로그램(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의 과정 검토에 

관여하게 할 것입니다.  

  

굶주림과 불안정한 식품 공급 해소: Cuomo 주지사는 불안정한 식품 공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뉴욕주 주민 가정의 식품 공급 

불안정성을 10 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지시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및 굶주림 해소 정책 코디네이터 자리 

신설, (2) 노인 및 장애가 있는 성인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신청 과정 

간소화, (3) 의료 서비스의 자원 및 기타 의료진 소개 강화, (4)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온라인 구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 (5) 센트럴 브루클린의 식품 배급 

확대.  

  

농촌 및 농업 경제 지원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grounds)의 활성화 지속: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는 센트럴 뉴욕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 수천 개의 임금으로 일년에 1억 

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3년간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을 재구성하기 위해 2 단계로 

1억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는 사용자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조 및 업그레이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공약으로 이 박람회장은 연중 내내 계속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재정 지원 프로그램: 농업 관련 산업에는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결의를 

반영하여, 올해의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으로 경제 및 기후 불일치로 피해를 

보는 농장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의 전문 기술 지원, 산업 진흥, 연구 투자 등을 계속 재정 

지원합니다.  

  

  

사회 정의  

  

모든 주민을 위해 형사 사법 개혁 추진  

  

보석 및 판결 선고 전 구금(Pretrial Detention) 제도 개혁 Cuomo 주지사는 현금 보석 

제도를 최정적으로 철폐하고,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줄이며,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개혁에는 경찰이 경미한 위반 사건으로 체포하는 대신 출두 티켓을 

발행하고, 자유를 결정하는 수단에 돈이 사용되는 것을 없애며, 지방 검사가 청문회를 

진행하여 석방 자격을 갖춘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는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합당한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 Process)의 투명성 개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검찰이 

기본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10 개 주 중 단 한 곳으로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검찰과 피고인이 재판 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뉴욕의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 Process)를 21 세기에 맞게 현대화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검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Cuomo 주지사는 형사 재판이 책임감없이 계속 시간만 

끌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필요한 모든 증거 개시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어, 법원에서 기다리는 뉴욕 주민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사형 폐지: 뉴욕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이 2004년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은 결코 법령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법에 따라 사형을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뉴욕주에서 

이 가혹한 처벌이 다시는 시행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 교도소의 독방 감금 제도 개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주립 

교도소 내에서의 위법 행위에 관련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독방 감금 제도의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면서 이용 건수를 줄였습니다. 주지사는 분리되어 지내는 기간을 

제한하고, 징계 조치에 따라 재활 및 통합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며,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독방 감금 제도의 개혁 

추진력을 가속화할 것을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에 지시합니다.  

  

자비로운 석방(Compassionate Release) 제도 수립: 주지사는 노화로 악화되는 무력증 

상태에 처한 55 세 이상의 수감자를 위해 자비로운 석방(Compassionate Release)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전 수감자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회 복귀 패키지 제도 제정: 

Cuomo 주지사는 사회에 진 빚을 갚고 성공이 필요한 개인이 가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4 포인트 계획을 제정할 것입니다.  

  

성인용 대마초 이용 합법화  

  



2018년 1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사용이 규제된 대마초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 조사를 시작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이 연구는 뉴욕주에서 사용이 규제된 대마초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능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범위한 지원 및 연구를 기반으로, Cuomo 주지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세수를 투자하는 2020 회계 

연도(FY 2020) 예산안으로, 21 세 이상 성인용으로 규제된 대마초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분명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색 인종의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화의 영향을 줄입니다.  

• 특정 대마초 관련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밀봉합니다.  

•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해, 품질 관리 및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카운티 및 대도시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 세 미만의 사용자는 규제 대상입니다.  

• 약 3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식 정의와 여성 평등 촉진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RHA) 및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 그리고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에 명시: 2019년 주의회 회기 첫 30일 이내에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고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 

원칙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의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법은 여성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전문가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생식 보건법(RHA)이 통과될 경우, 주지사는 Roe 대 Wade(Roe v. 

Wade) 판결 원칙을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에 명시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종합적인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을 통과시켜, 뉴욕주 법에 긴급 

피임(emergency contraception)을 비롯하여 저렴하게 피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체외 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및 건강 보험의 생식 보존 적용 범위(Fertility 

Preservation Coverage) 개선: 올해 Cuomo 주지사는 체외 수정(IVF)에 대한 접근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식 보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형 그룹 보험 회사들이 체외 수정(IVF)을 보험회사의 적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또한 대형, 소형, 개별 그룹 보험 회사들의 경우, 암치료를 받는 여성을 

포함하여 특정 건강 상태의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모 사망률 및 질병율 그리고 인종간 격차 감소: Cuomo 주지사가 2018년에 만든 산모 

사망 태스크포스(Maternal Mortality Taskforce)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의 격차를 줄이기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1) 뉴욕주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서의 암묵적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2) 뉴욕주 전체 산모 

사망률 검토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수립하는 법을 제정하고, (3) 

산모 사망률 및 질병율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목표로 하는 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4) 산후 몸조리에 관해 전문가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출생 직후 중요한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안을 개발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제 1조 제 11항에 보호된 범주로 성을 추가하기 위해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뉴욕주 헌법 

제 1조 제 1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뉴욕주 헌법 또는 그 하위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신념 또는 종교로 인하여 

다른 사람, 회사, 법인, 기관, 주 또는 주의 관공서 또는 하위 기관에 의한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 통과: Cuomo 주지사는 더 의미있는 감형을 포함하고 가정 

폭력범에 의해 자행된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범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포함하는 제나의 법(Jenna’s Law)에 근거한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준해 현재 수감된 생존자 중 소수는 이전의 피해로 인한 재판결 

및 조기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삭제: 뉴욕주는 1급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했지만, 2급 

강간 및 3급 강간에 대해서는 5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Cuomo 주지사는 2급 및 3급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보호 강화: 2018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률로 공표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희롱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여, Cuomo 주지사는 직원이 뉴욕 

인권법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높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고용주가 직장에 성희롱 

교육용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게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임금 평등법 현대화: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올해 임금 이력 요구 금지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종, 민족, 성별 및 

기타 보호된 특징에 근거하여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동등한 작업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정의를 확대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유연성을 추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9년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정부 내 소녀(Girls in Government): Cuomo 지사는 8-12학년 

여학생들에게 정부와 공공 정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초당적인 프로그램인 정부 내 

소녀(Girls in Government)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정치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및 공공 

정책의 도구를 소녀들에게 소개하고,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소녀들에게 중요한 

공공 업무 및 문제에 대해 그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정부의 내부 활동을 직접 

목격하고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 직원을 만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뉴욕 만들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법 도입: 

Cuomo 주지사는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개인이 권총, 소총 또는 엽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총기류를 

구입, 소지 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려고 시도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토대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신원 조회 유예 기간(Background Check Waiting Period) 연장: Cuomo 주지사는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을 통해 총기 구입을 즉시 승인받지 못한 개인의 유예 기간을 10일로 

정하는 법률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Cuomo 주지사는 범프 스탁(bump stock)의 소유 또는 

매각을 금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반자동 무기에 범프 스탁(bump 

stocks)을 장착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기관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나 스포츠 선수는 범프 스탁(Bump Stocks)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할 경우 발사를 예측할 수 없고 총기 발사 속도가 빨라지기에, 

뉴욕주에서 해당 장치를 계속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통과: 어린이 피해자 법을 발전시켜 온 Cuomo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제정하여 범죄 생존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실현하려 투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성추행범의 형사 책임 기간을 늘리고, 

학대 피해자가 50세가 될 때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1년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모든 피해 생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대형차 종합 안전 개정안 시행: 2018년 쇼하리 카운티, 2015년 서퍽 카운티에서 일어난 

끔찍한 확장 개조 리무진 관련 사고로 모든 뉴욕 주민은 사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친지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재개조 

리무진 등록을 전면 금지하여 뉴욕주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승객을 보호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과속 카메라 허가: Cuomo 주지사는 2013년 서명한 법안을 다시 입법화하기 위해 뉴욕시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복원 및 확장하는 제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뉴욕시가 카메라 기술을 활용하여 스쿨존 고속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과속 위반을 기록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민주주의 어젠다 촉진  

  

부재자 투표 전면 허가: Cuomo 주지사는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조기 투표 시행: 본 제안안은 조기 투표와 전자 유권자 목록을 결합하여, 

투표소 직원이 투표 기록을 추적하고 유권자 신원 및 등록 상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 허가: Cuomo 주지사는 투표를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커다란 

장벽을 없애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자동 등록: 오늘 뉴욕 주민들은 주 기관과 상호작용하며 투표 등록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주민은 등록을 긍정적으로 권유 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그 과정을 역전시키고 주민이 

등록하지 말라고 단호히 요청하지 않는 한 자격 있는 뉴욕 주민이 투표하도록 등록하는 

제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주의 

투표율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민주 절차를 강화할 것입니다.  

  

투표 등록을 더욱 쉽게 변경: 주지사는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권자 자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Election Day)을 휴일로 지정: 일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근로자가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업스테이트 예비 선거 정오 이전 투표 제한 철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 투표 

시간과 일치하도록 업스테이트 예비 선거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주 전역의 투표 

불평등을 개선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2020년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2019년 Cuomo 주지사는 

2020년 인구조사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해당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 캠페인을 발족합니다.  

  

윤리 개혁 촉진  

  

선거 비용 조달 개정안 채택: Cuomo 지사는 유례없는 막대한 정치 자금의 영향에 맞서 

모든 뉴욕 주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종합 선거 자금 개혁 패키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 선거 자금 공공 조달: 후보자가 일반 기부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선거 자금 시스템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 기부자는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선거 자금 조달입니다. 소액 기부금에 6:1의 공공 재정 매칭 

비율을 제정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소액 기부자들에 집중하도록 

장려합니다.  

• 선거 기부 한도 감소: Cuomo 주지사는 모든 후보자의 기부 한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고 강력한 선거 자금 공공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뉴욕주는 자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켜 주민과 주민에 대한 주정부로 회귀할 것입니다.  

• 기업 기부금 금지 및 LLC 허점 완전 철폐: 2010년 시민 연합(Citizens 

United) 결정 이후로, 기업 기부금이 뉴욕주 선거 제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멈추어야 한다고 뉴욕 주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기업 기부금 금지 및 LLC 허점을 완전히 철폐하여 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주민에게 힘을 되돌려 주고, 뉴욕주 

정치가 검은 돈과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부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 검은 정치 자금을 폭로하는 자금 공개법 강화: 2016년 6월, Cuomo 

주지사는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이 미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 개혁 법안 

558 US 310(2010)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검은 정치 자금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자금 공개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신원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주지사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관계와 행동 공개를 요구하는 

뉴욕주 행정부법 제 172조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제 주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직접 얻은 교훈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조직이 보고 기간 시작 

전에 법정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501(c)(3), 501(c)(4) 

기관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려 합니다.  

  

지방 선출직 공무원 재산 공개 요구: 본 제안안은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 

선출직 공무원도 JCOPE에 기본 재산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에 관한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경제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지사는 주정부의 

경제 개발 활동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 ESD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최신 정보 

및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검색 가능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호스트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 배포 시, 신규 데이터베이스는 대중에게 

프로젝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별 정적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자 친화적 동적 

웹사이트와 결합합니다.  

  

이민자 권리 보장  

  

Jose Peralta DREAM법 통과: Cuomo 주지사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등 

교육의 문호를 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Jose R. Peralta 상원의원 DREAM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Jose R. Peralta 상원의원 DREAM법은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동일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으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뉴욕주 학생에게 주정부 지원 

장학금(State administered scholarships)뿐 아니라 학비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정부 기관의 이민 신분 문의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 성문화: 2017년, Cuomo 주지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 기관 및 직원이 일반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170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추가 

개정안에 근거하여, Cuomo 주지사는 개정된 EO 170 보호 조항을 성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LGBTQ 권리 수호  

  

성정체성 및 표현 차별 금지법 통과: Cuomo 지사는 성정체성 및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통과를 지지하며, 성정체성 

편견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및 증오 범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할 것을 확고히 합니다.  

  



전환 치료 금지: Cuomo 주지사는 교육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의 직업상 

부정 행위에 대한 정의에 18세 미만 환자 전환 치료에 관련되거나, 이를 광고하거나, 

전환 치료를 하도록 지시 또는 감독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지지합니다.  

  

“성소수자 공황” 정당방위 금지: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공황” 

정당방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뉴욕주 법률의 허점을 다시 한번 철폐합니다.  

  

뉴욕주 인공 수정 대리모 합법화: 뉴욕 주법은 현재 임신 대리모의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공 수정이나 난자 기증과 같은 다른 생식 기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 아이의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지사는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여 

인공 수정 대리모 계약을 허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퇴역군인 지원  

  

트랜스젠더 군인 지원: 뉴욕주는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든 참전 용사와 

연대할 것입니다. 올해 뉴욕주 재향 군인 보훈처(Division of Veterans' Affairs, DVA) 직원 

모두는 LGBTQ 참전 용사를 위해 봉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LGBTQ 문화 역량 훈련을 받게 됩니다. DVA는 또한 LGBTQ 기반 기관과 협업하여 

LGBTQ 참전 용사가 제대 성격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하는 등, 모든 LGBTQ 참전 

용사가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맞춤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용감한 참전 용사가 의료, 교육, 재정 보상과 이들이 받은 기타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정의 실현  

  

양질의 저렴한 건강보험 보호:  

  

뉴욕 주민을 위해 의료 보험 보호 및 적용 범위 보장 성문화: 연방 정부의 계속된 ACA 

흠집내기에 비추어 볼 때,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주정부 의료 보험 시장을 비롯한 

뉴욕 주법의 강화된 주정부 규제 보호뿐 아니라, 주요 ACA 규정을 성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연방 정부의 뉴욕주 의료 시스템 

흠집내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보험의 보편적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 수립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및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지원을 받는 종합 의료 보험 관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뉴욕주의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를 

마련하려는 보건 정책 및 보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해당 검토 과정은 의료 보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합니다. 해당 선택지에는 뉴욕의 상업 보험 시장을 

강화하고, 현재 자격 미달이거나 보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없는 주민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창출하는 혁신적 상환 모델이 포함됩니다.  

  

오피오이드 중독 유행에 종지부를 찍는 노력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시행합니다. 1) 타주 시설이 주정부 승인 및 전국 공인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2) 법원과 협력하여 개인을 주정부 치료 프로그램에 즉시 연계하고, 뉴욕주 관할 법원 

명령에 의거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여 약탈적인 타주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을 위반한 개인을 목표로 삼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OASAS에 

지시하여 타주 마케터가 뉴욕주에서 마케팅할 시 OASAS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뉴욕주는 주민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약탈적 치료 프로그램이 시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프레노르핀 접근성 확대: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은 약물 보조 치료(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MAT)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보입니다. 이는 메타돈(Methadone)과 

주사 가능한 날트렉손(Naltrexone)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오피오이드 중독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 병행하여 사용됩니다.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건부에 주 전역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치료 또는 치료 연계 

기준에 따라 오피오이드 중독 증상을 다루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의료 지원 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교도소와 구치소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지사는 OASAS에 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시설 50여 

개의 중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Cuomo 지사는 최대 

3개의 주립 교도소 신규 약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 수립을 돕고자 120만 달러를 지원하여 

MAT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낼럭손 접근성 확대: Cuomo 지사는 DOH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s)을 레스토랑, 바 및 기타 소매점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Cuomo 지사는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기숙사에서 매일 밤 기숙사 구급 용품의 일부로 낼럭손(naloxone)을 

제공하거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기숙사에서 매일 밤 

근무하는 사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낼럭손(naloxone)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학교 내 약물 사용 방지 종합 청사진 발족: Cuomo 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는 주 전역 

협업을 발족하여 모든 예방 자원을 간소화하고 약물 사용 예방 모범 사례, 표준 및 처치를 

집중 ‘예방 청사진’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해당 ‘예방 청사진’은 학교가 근거 중심 및 

데이터 중심 종합 예방 접근법을 따르도록 지원합니다. OASAS는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보건부,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과 협력하여 

2020~21학년도 예방 청사진을 마련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뉴욕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유독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Cuomo 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보건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지정된 제품에 대한 온-패키지 라벨링 요건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도입합니다. 해당 라벨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 함유 여부, 라벨에 기재되어야 할 1,00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의 목록을 마련하고, 새로운 체계에 맞는 소비재 제품 유형을 확인합니다. 

제조업체가 뉴욕주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의 화학 성분을 공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DEC 및 DOH의 권한을 

더욱 강화합니다.  

  

담배의 보건 위협 통제: Cuomo 주지사는 흡연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제시합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최소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대부분의 

미성년 청소년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친구를 통해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입수합니다. 최소 판매 연령을 높이면 고등학교의 담배 

제공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 약국의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판매 중단: 의료 관련 기관은 뉴욕주의 예방 가능 

주요 사망 원인인 담배 판매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약국의 담배 및 전자 

담배 판매를 중단하면,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 가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 특정 향이 나는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부의 권한을 천명: 2009년 

FDA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멘톨을 제외한 가연성 담배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전자 담배 이용자 대부분은 향이 나는 전자 담배로 첫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콤한 타르트, 토피, 풍선껌과 같은 향기는 전자 담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청소년의 

전자 담배 이용을 목적으로 한 향이 나는 액체 담배 판매를 금지할 권한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담배 및 전자 담배 제조업체 및 소매점의 제품 할인 제한: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담배세를 부과해 왔으나, 제조업체와 소매상은 ‘하나 사면 하나 무료’ 할인과 

같은 가격 인하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직접 목표로 합니다.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할인을 제한하면 

뉴욕주의 높은 세금이 담배 사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흡연 의욕이 

감소할 것입니다.  

• 전자 담배세 도입: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담배 사용이 감소 또는 예방됩니다. 

청소년들은 담배 가격 인상에 특히 민감합니다. 뉴욕주는 가연성 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청소년 흡연율을 기록한 주 중 

하나입니다. 전자 담배 및 전자 담배 과세와 청소년 흡연에도 동일한 근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면허 소지 소매점에서만 전자 담배 판매 요구: 현재 전자 담배 판매는 거의 

전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 소매점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현재 사법 인프라로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 뉴욕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원에 투자: Cuomo 주지사는 노년층 뉴욕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원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NYSOFA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필요한 집중 투자를 실시하여 더 많은 노년층 뉴욕 

주민을 지원하고 이들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친구의 보호자 역할을 돕고 향후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NYSOFA는 보건부와 협력하여 본 투자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마련합니다.  

  

가족 우선 전환 기금(Family First Transition Fund) 조성: 주정부는 민간 재단 기금 

투자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에 자원을 

제공하고 가족 우선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부가 가족 우선 연방법(Family First 

federal legislation)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투자로 

뉴욕주가 가족 우선 연방법 시행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게 하여 가장 취약한 어린이 및 

가정의 요구를 우선시한다는 뉴욕주의 입지를 계속 공고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가 중요 연방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준비합니다.  

  

뉴욕주 환경 리더십 유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개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문제 흠집내기 와중에도, 

뉴욕주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뉴욕주 경제 전 부문의 

탄소 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국가 선도적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저소득/중간 소득 뉴욕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차별화된 혁신을 촉진하고 주정부의 전기, 운송 및 건물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 단기 조치 및 장기 전략을 통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담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21세기에 걸맞은 고품질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합니다. 아울러, 

유해한 배출물을 줄여 모든 뉴욕 주민에게 청정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미국 및 세계가 

따라야 할 기후 변화 리더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 청정 미래 펀드(Green Future Fund) 조성: Cuomo 주지사는 깨끗한 

수자원 기반 시설,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청정 교통수단, 공공 공간 및 탄력성을 지원하는 



100억 달러 규모 청정 미래 펀드를 조성합니다. 해당 기금에는 음용수 및 폐수 기반 시설 

투자액 총 5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기반하여 향후 5년 동안 깨끗한 물에 대한 주정부 투자가 

실질적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됩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유례 없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투자 

지속 Cuomo 주지사는 3억 달러 규모의 유례 없는 EPF 투자를 지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동시에 뉴욕주 워터프론트를 

보호하고, 공원 및 타주의 관리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자체 수역을 활성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무알콜 음료 대부분에 빈병 회수법(Bottle Bill) 확대 적용: 전 세계 재활용 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재활용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무알콜 음료 대부분에 빈병 회수법(Bottle Bill)을 확대 적용합니다. 스포츠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과일 및 야체 음료, 즉석 차 및 커피 음료 병을 재활용 기관에 

보내면 5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 봉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주 전역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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