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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지 사항 (IN CASE YOU MISSED IT, ICYMI): CUOMO 주지사, 재정 책임성을 

유지하고, 세금을 경감하며, 뉴욕의 중산층에 대해 투자하는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을 

설명함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창출하고, 중산층 세금을 삭감하며, 보다 

적정한 가격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지사의 중산층 지원법을 진전시킴 

 

세출 증가는 7년 연속 2% 아래로 유지되고, 주 정부 부채는 연속해서 5년 동안 하락 

예정이며, 이는 뉴욕의 현대 역사에서 처음임  

 

교육 보조금을 256억 달러로 증액하며, 이는 우리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임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 요약서가 여기에서 제공됨 

 

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8 회계연도 (Fiscal Year, FY) 행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 예산안은 지난 6년에 걸친 주 정부의 재정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중산층을 강화하고, 세금을 줄이며, 뉴욕의 미래에 현명한 투자를 합니다. 이번 행정부의 

7년차에 대한 이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증가를 2%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중산층을 강화하고, 우리의 진보적 

가치를 증진시는 한편, 우리의 재정 원칙 기록을 지속합니다. 대학 학비를 보다 적정하게 

만들고, 인프라를 재생하는 조치부터, 처방약 비용을 삭감하고, 아동 보육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만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안은 현명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층 지원법(Middle Class Recovery Act)을 

진전시킵니다. 이러한 전면적 투자가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고품질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며,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밝고 강력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 주요 사항: 

https://www.budget.ny.gov/pubs/executive/eBudget1718/fy1718littlebook/BriefingBook.pdf


 주 정부 운영자금 지출액이 2018 회계연도에는 980억 6,0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것임. (주 정부 운영자금은 연방 자금 및 자본지출을 

배제한 것임).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지출 총액은 1,523억 달러임.  

 교육 보조금을 10억 달러까지 총 4.1% 증액하며, 여기에는 학교 보조금 9억 

6,100만 달러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교 보조금 총액은 256억 달러가 

됨.  

 증액 상한선(3.2%)을 전제로, 주 정부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출액을 183억 

달러로 증액함.  

 SUNY 및 CUNY에 다니는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1억 6,300만 달러 투자.  

 뉴욕주 의료심사위원회가 무료로 메디케이드에 판매하는 처방약 가격에 상한을 

설정함.  

 100,000개의 적정 가격 주거시설 및 6,000개의 지원 제공 주거시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2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속함.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조달품에 대해 미국 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의 제조 및 건설 부문을 보호함.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대해 5개년에 걸쳐 20억 

달러를 투자함.  

 뉴욕주 아동 보육 및 피부양자 보호 세금 공제액을 두 배로 증액함으로써 뉴욕의 

중산층 가정을 지원함.  

 6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중산층 세금경감제도(Middle Class Tax Cut)를 

개시함으로써, 내년에는 가구당 평균 250달러를 절감시켜주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연간 700달러를 절감시켜줌.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연장하며, 이에 따라 45,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 50%는 뉴욕 주민이 아님.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의 재정은 경기 불황의 수렁과 종전의 고지출 

시대를 벗어나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취임 전에는, 연간 주 

정부 예산이 세입보다 60%(또는 5개 예산마다 3개씩) 더 빨리 증가되었으며, 전체 

기간에 걸친 지출은 세입 증가율 6.2%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대략 7.0%의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2% 지출 벤치마크의 채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러한 

동향이 반전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이러한 재정 책임성 동향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를 확대하고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전념을 강화합니다. 

 7년 연속 2% 아래로 유지된 주 정부 지출 증가: 행정부 예산은 주 정부 운영자금의 

연간 지출 증가율을 1.9%로 유지합니다.  

 주 정부의 잔존 부채는 연속해서 5번째 연도에도 감소될 예정: 주 정부 관련 잔존 

부채는 이번 행정부 기간 동안 2012 회계연도의 564억 달러에서 2017 회계연도 



말에 508억 달러로 감소되어왔습니다. 이번은 주 정부 잔존 부채 수준이 연속해서 

감소되는 5번째 연도가 될 것입니다.  

 뉴욕의 신용등급 향상: 뉴욕주는 현재 1972년 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보금 증가: 계획된 또 다른 예치금 1억 5,000만 달러를 통해서 유보금은 

기록상 최고 수준인 25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기관 운영지출은 낮게 유지됨: 주지사 취임 이래, 주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은 지속적인 행정기관 재구성 및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교육 성과를 강화하고 고품질 학습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진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교육 보조금은 지난 6년에 걸쳐 61억 달러(31%) 증가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학교 보조금 9억 6,100만 달러 증액을 포함해서, 교육 보조금을 10억 

달러(4.1%)까지 증액시키며, 그에 따라 총 투자액은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인 256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이집: 예산에는 도움의 필요가 큰 교육청 지구 내에 있는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해서 고품질의 반일 및 전일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8억 달러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 자금에 대한 우선권은 현재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도움의 필요가 큰 소수의 잔여 교육청 

지구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 자금 지원은 2016 회계연도 확정 예산에 포함된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한 주 정부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커뮤니티 학교: 예산에서는 도움의 필요가 큰 학교들을 지역사회 허브로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가 증액된 1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등교 전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학습 활동, 의료 및 치과 

보호, 그리고 그 밖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각 학교의 개별적 필요사항에 

특유한 서비스들을 지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2018 회계연도 예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 대상인 16개의 

지역사회에서 공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자금 3,500만 달러를 통해서 

우리 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 투자액을 증액합니다. 이 새로운 자금 지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22,000개의 과정을 만들 것이며, ESPRI 

교육청 지구에 있는 방과 후 과정의 수를 36%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는 칼리지 및 대학교에 대한 총 지원금을 70억 

달러 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래 10억 달러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SUNY의 주 정부 운영 캠퍼스들과 CUNY의 시니어 칼리지들에 대한 50억 



달러 이상의 금액과 커뮤니티 칼리지들에 대한 7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금전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을 통해서 중산층 가정에 제공되는 등록금 무료 대학 교육: 

Cuomo 주지사는 SUNY 및 CUNY의 모든 2년제 및 4년제 대학 과정에 다니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무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의 등록금 무료 대학 학위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이런 종류 중에서 

국내 최초이며, 참담한 학자금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최대 소득이 100,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무료 제도가 즉시 시행되며, 향후 2년에 걸쳐 연간 최대 

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간 1억 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처방약 가격 억제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서는 처방약 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처방약 비용 총액은 지난 3년에 걸쳐 17억 달러(약 38%)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지사는 처방약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보건 및 경제 

효과로부터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 측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약품이용심사위원회가 권고한 기준가격을 

초과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의 보충적 리베이트를 

요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는 소정의 고가 

처방약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 설정. 이 계획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대비 가격 인상폭을 제한할 

것입니다.  

 고가 약품이 뉴욕주 내로 판매될 때, 해당 약품에 대해 추가 요금 부과. 추가 

요금을 통해 징수된 수입액은 해당 비용이 소비자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 뉴욕 주민들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사들에 재할당될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Pharmacy Benefit Manager (PBM)가 불공정 사업 실무를 

통해서 처방약 가격 인상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PBM의 업무 

활동 규제. 

 

헤로인 확산 근절 

2016년에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입법화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이 진행을 강화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됩니다.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모두에 대해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승인 요건 

제거.  

 합성 마약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펜타닐 유사품을 뉴욕 규제약물목록에 추가.  

 처방기관이 될 헬스케어 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부프레노르핀 

치료 기회 확대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원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되는 위기 대응 센터 설립.  

 “의사 쇼핑(doctor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부서 처방자들이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록부를 확인할 의무 부과.  

 회복 최종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뉴욕 최초의 회복 고등학교 설립. 

 

미국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 시행 

뉴욕주는 매년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부분 이곳 뉴욕주에 위치한 모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력을 활용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계획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모든 

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에 미국산 상품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주 정부기관들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경 보호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깨끗한 물 프로그램들에 전례 없는 투자를 개시하고, 환경 

및 여가 시설들에 대한 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며, 환경보호기금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금 

수준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환경, 공원 및 농업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 정부 자금 지원을 

지속합니다.  

 깨끗한 물 인프라 법: 현재 및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깨끗한 물 인프라 

법에 따른 조치를 개시합니다. 5개년에 걸쳐 연간 4억 달러씩 자금이 

투입되는 이 역사적 투자는 중요한 식수, 폐수, 그리고 수원지 보호 

계획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예산에서는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와 

Erie Canalway의 단편적 구간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1단계 프로젝트를 위해서 5,3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완료되는 경우, 이 트레일 네트워크는 뉴욕시부터 



캐나다 국경선까지 허드슨 밸리와 애디론댁을 통해서, 그리고 올버니부터 

버펄로까지 이리 운하를 따라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투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주 차원의 다용도 경로를 만들게 될 것이며, 뉴욕의 다양한 풍경과 

풍부한 역사를 둘러보도록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NY Parks 2020 계획: 우리의 주립공원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9억 달러를 투자하는 NY Parks 2020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는 2017 회계연도보다 3,000만 달러가 증액된 1억 2,000만 

달러를 New York Works 자본투자금으로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우리 주의 

대표적 공원들의 지속적 변모를 돕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된 3,000만 달러는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부의 

시설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Adventure NY 프로그램: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우리 주의 토지에 대한 이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야영지를 

재건하며, DEC 여가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Adventure NY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기존의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2017 회계연도보다 3,000만 달러가 증액된 7,000만 달러가 New 

York Works 자본투자금으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DEC는 댐 안전 및 홍수 통제 프로젝트 등, 극히 중요한 인프라 

필요사항에도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예산에서는 EPF 

자금도 3억 달러로 계속 유지시키며, 이는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4,1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8,7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0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2,2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제한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대안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라이드쉐어 운전자로서의 새롭고 유연한 근로 기회를 추구하는 것 또한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뉴욕시 외부에서 운영될 교통 네트워크 회사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서는 

Uber 및 Lyft 등과 같은 교통 네트워크 회사들이 주 전역에 걸쳐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일적인 허가 요건을 새로 만듭니다. 

 

부동산세 경감 및 지방 정부 의무 면제 

뉴욕 주민들은 국내 최고의 재산세 부담 중 일부에 직면하고 있으며, 예컨대, 평균 

납세액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11,346달러, 나소 카운티의 경우 10,718달러, 



서퍽 카운티의 경우 8,926달러입니다. 뉴욕의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주 정부 

소득세 납부액보다 2.5배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취임 이래, Cuomo 주지사는 

재산세 상한을 정하고, 지방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허약한 지방 정부를 

재건함으로써 이러한 세금 부담과 싸우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의무사항 면제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왔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부담이 과중한 여러 요건들도 철폐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방 정부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주지사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패널들이 소정의 지방 정부 계약액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주 정부 연금 

시스템에 대한 주지사의 개혁조치들은 주 및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대해서 향후 30년에 

걸쳐 800억 달러 이상을 절감시켜줍니다.  

 카운티 전반에 걸친 공유 서비스 재산세 절감 계획 프로그램: 2018 회계연도 

예산은 투표권자의 승인을 받은 카운티 전반의 공유 서비스 계획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합니다. 카운티들은 이러한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카운티 내에 

포함된 다른 지방 정부들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 사회 지도자들과도 

협력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계획들에서는 비싼 운송 장비나 비상 장비의 공유 

등과 같이, 중복된 서비스를 없애고,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율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조치를 통해서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세금 절감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납세자들이 2017년 11월 총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이러한 비용 절감 계획들에 대해 투표할 것입니다.  

 무자력자 변호: 올해, 주지사는 Hurrell-Harring 합의조항을 우리 주의 나머지 

지역들에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예산국을 통해서 적절한 재무 감독을 하면서, Hurrell-Harring 합의에서 이루어진 

개혁조치를 우리 주의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에 대해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100%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주 정부의 연간 

비용은 2억 4,0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계획은 무자력 피고인들이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자문을 받도록 보장하고, 국선변호인, 지역 판사 및 

검사들에 대해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며, 무자력 피고인들에 대해서 주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경감: 우리 주는 메디케이드의 지역 분담률 증가를 없앴으며, 이를 

통해 2018 회계연도에 카운티들에 대해 32억 달러를 절감시켜줄 것입니다. 

카운티들에 대한 모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비용 증가는 주 정부에 의해 흡수되고 

있으며, 뉴욕은 카운티들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관리 책임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며, 헬스케어 개혁 계획들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전역에 걸쳐 112,000개의 적정 가격 주거시설 건설 및 유지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주에서 저렴한 주택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200억 달러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금주에 

주지사는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과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이 종전에 421-a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의에 이른 후, “Affordable New York”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적정 가격 주택 자본 계획: 주 정부는 홈리스 상태이거나 홈리스 위험에 처한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정 가격 

주택을 위해서 5개년 종합 계획으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000개의 새로운 적정 가격 주거시설과 6,000개의 지원 제공 

주거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Affordable New York 주택 프로그램: Affordable New York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맨해튼, 브루클린 및 퀸즈의 소정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주거시설을 

갖추는 새로운 주거 프로젝트들의 시행사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명시된 수의 적정 

가격 임대 주거시설을 만들고, 최소한의 건설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5년 

동안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해당 주거시설은 반드시 40년 

동안 적정 가격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뉴욕시의 그 밖의 모든 적정 가격 주택 

개발의 경우, 적정 가격 유지 기간과 세금 감면 자격은 적정 가격 주거시설의 수에 

연계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간 2,500개의 새로운 적정 가격 주거시설을 

만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포괄적 윤리 개혁 입법화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과 함께 제출된 법안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소득을 제한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추진.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주 의회 의원들에 대해 외부 소득을 벌기 전에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한 법률상 헛점 이용(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oophole)”을 종식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  

 공공 자금 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다수의 캠페인 자금 조달 개혁조치를 

입법화.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재산 공개 요건 적용.  

 뉴욕주 정보공개법(State 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대한 종합적 개혁을 

통해서 증가된 투명성 증진.  

 SUNY 및 CUNY 비영리기관들에 대한 주정부 감사실장의 권한 확대.  

 항만청과 주 교육부에 대한 감사실장 신설.  

 주정부 조달 절차에 대한 감독 강화 보장. 



 

경제 성장 추진 및 뉴욕의 인프라 재생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뉴욕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 전역에 걸쳐 핵심적 자본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중점을 지속시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의 

역사적인 약속도 이행하고 있으며, 공공 당국과 지역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주는 

뉴욕 전역에 걸쳐 변혁적 프로젝트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I LOVE NY: 예산에는 I Love NY 관광 및 사업 마케팅을 위한 7,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주의 TV 및 웹 광고, 관광 센터 및 Taste 

NY 프로모션의 성공을 강화합니다. 2011년 이래, 주 정부의 투자액 1억 

5,000만 달러는 직접적인 방문객 지출액을 54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로 

상승시키면서, 90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에서는 Taste NY 제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 

전역의 영화관에서 와인과 맥주 판매를 합법화하고 장려하도록 

제안합니다.  

 JFK 마스터 플랜: JFK 공항을 21세기 교통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계획의 일환으로, 주 정부는 Kew Gardens interchange에서의 

교통 병목 현상을 없애고, Van Wyck Expressway의 교통 수용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JFK에 대한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만청이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공 부문의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변모되고 재구성된 JFK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1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 잠재력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Buffalo Billion II: 행정부 예산에서는 Buffalo Billion 투자 개발 계획의 

2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5년에 걸쳐 5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Buffalo 

Billion 2단계는 웨스턴 뉴욕에서의 투자를 인접 지역 수준까지 확대하고, 

다운타운, 교외 및 주변 지역 사이의 기존 연결을 강화할 것입니다. 

2단계는 활성화 및 스마트 성장 노력,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에 대한 개선 

조치, 선진 제조업, 관광업 및 생명 과학 분야의 성장, 그리고 철도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Empire Station: 행정부 예산에서는 Grand Central Station의 메인 

콘코스보다 더 큰 공간을 갖춘 세계 수준의 Moynihan Train Hall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몇 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새로운 홀은 LIRR (Long Island Rail Road) 및 Amtrak을 위한 승객 

시설들을 수용함은 물론이고, 112,000평방피트의 소매상가와 

500,000평방피트가 넘는 사무 공간도 구비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2011년 이래, REDC들은 지역 우선 순위에 기초해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 대회 과정을 통해서 4,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에 거의 46억 달러의 주 정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뉴욕에서 210,0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유지시켰습니다. 행정부 예산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7차 

라운드 REDC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생명과학: 예산에서는 생명과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 

2억 5,000만 달러를 포함해서, 6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존 및 신규 기업들이 이곳 뉴욕에서 사업 기반을 두고, 

발명하며, 상업화하고, 생산하는 것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Kingsbridge National Ice Center: 예산에서는 현재 비어 있는 브롱크스의 

Kingsbridge Armory를 아이스 스포츠 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한 대출 

자금으로 1억 8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 정부의 브리지 론 

자금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는 400개의 영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드베리 타운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 예산에서는 우드베리 타운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를 건설하기 위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 재건설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 엔진인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대해 동력을 제공하는 고도로 정체된 회랑 지대를 재점검할 것입니다.  

 로체스터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뉴욕주는 로체스터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Photonics Venture Challenge)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경쟁 대회는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100만 달러의 

1등 상금이 포함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토닉스에 초점을 맞춘 촉진 

프로그램은 전혀 없으며, 로체스터 지역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한 특유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 Love NY 센터: 성공적인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를 모델로 해서, 주 정부는 

Taste NY, Path Through History, I Love New York, 그리고 각 지역의 관광 

자산을 강조하는 주립공원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체험이 포함된 웰컴 

센터들을 우리 주의 각 지역에 하나씩 설치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변혁을 위한 투자: 행정부 예산에서는 롱아일랜드에서의 변혁 

프로젝트들에 대해 기존의 자본 조달원으로부터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투자금에는 16개의 LIRR 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위한 

8,000만 달러(MTA 자금 3,500만 달러), 맥아더 공항 및 Brookhaven 

National Lab의 시스템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4,000만 달러, 그리고 

스미스타운 및 킹스 파크에 있는 비즈니스 지구의 경제 성장,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수질을 지원하게 될 인프라 투자를 위한 4,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2차 라운드: 2017 

회계연도에 주지사는 2억 달러 규모의 업스테이트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쟁대회에는 공항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000만 달러, 그리고 주지사의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서 배정된 1,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1차 라운드에서는, 공항의 5,80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4,000만 달러가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에 

수여되었고, 6,34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980만 

달러가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에 수여되었습니다. 2차 라운드에서는, 

공항의 4,300만 달러 규모 재점검 작업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이 3,800만 달러를 받을 것이며,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은 해당 

공항의 4,51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위해서 3,58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공항들에 의해 개발된 이 대담한 계획들과 설계들은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이용객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