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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예산 선택지 개략: 적극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재건을 촉진할 예정이나, 연방
정부가 150억 제공에 실패할 경우에는 뉴욕에 고통을 야기
향후 경로는 워싱턴의 주 및 지방세 공제 공격과 실패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결합해
발생한 파괴적인 경제 영향 이후 연방 정부의 기금 수준에 달려
적절한 연방 지원을 통해 주정부는 뉴욕을 재구상, 재건 및 재개하려는 주지사의 대담한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어:
3,0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 국내 최대 규모
290억 달러 규모의 민감 및 공공 친환경 경제 투자
13억 달러 임대 구호 프로그램, 10만 개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 또는 보존하는 200억
달러, 노숙자 주택 및 지원을 위한 1억 2,800만 달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최대 15달러의 광대역, 식량 불안 해결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 자유
수호 기금을 위한 1천만 달러
영향을 크게 받은 중소기업, 식당,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원하는 1억 3천만
달러의 팬데믹 복구 및 복원 프로그램
4천만 달러의 전염병 탄력성 상용화 기금으로 혁신을 가속화 및 떠오르는 보건 위협
해결 - 공중 보건 단체 설립
2022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 요약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속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뉴욕을 재구상, 재건
및 재개하는 2022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2 Executive Budget)을 개략했습니다.
주지사는 워싱턴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경제적 영향 이후 연방 정부가 뉴욕에
제공하는 자금 지원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예산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팬데믹에 대한 뉴욕주의 계속적인 전쟁과 적극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 재건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로 연방 정구의 150억 달러 자금 조달이 없다면
세입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차용하도록 주정부에 강요하여 뉴욕 주민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지난 3년 동안 뉴욕 주민에게 300억 달러 이상을 부과하고 역사상 첫
이중 과세를 가한 유해한 주 및 지방세 정책(State and Local Tax, SALT) 상한을
폐지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한 건을 반복했습니다. 뉴욕 가구에 대한 주 및 지방세
상한의 평균 비용은 가정당 2,600달러입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에 150억 달러의 공정한 배분을 제공하는 경우, 주정부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060억 달러의 인프라 계획과 290억 달러의 친환경 경제
투자를 진행합니다.
13억 달러의 임대 구호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10만 개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 또는
보존하는 데 200억 달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숙자 주택 및 지원을 위해 1억
2,8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15달러 상한 광대역을 제공하고,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자유 수호 기금(Liberty Defense Fund)에 대한 1천만 달러의
투자를 계속하여 문서화되지 않은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심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1억 3천만 달러의 팬데믹 복구 및 복원
프로그램(Pandemic Recovery and Restoration Program)을 개발합니다.
4천만 달러의 전염병 탄력성 상용화 기금(Infectious Disease Resiliency
Commercialization Fund)을 설립하여 혁신을 가속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보건 위협을
해결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작업을 지원할 공중 보건 단체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의 비상 대응
공중 보건 능력을 확립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역사는 수많은 장이 있습니다.
전투는 작년에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전투를 끝내야 할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1년 전에 불과한
시점과도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으며, 이 예산이 달리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에 없었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가
밝다고 믿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워싱턴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주를 덮치도록 한 연방 정부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은 재건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 및
지방세를 폐지하고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150억 달러의 연방 원조가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보인 수년간의 적대 끝에, 저는 변화의 별빛이 빛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가장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으며,
다시 한 번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
·
·

2022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의 재정 하이라이트(연방 원조 150억 달러를 가정할 시):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 지출 1,034억 달러
2022 회계연도 자금 지출 총액 1,929억 달러
학교 지원금(School Aid) 317억 달러 제공
뉴욕의 고등 교육을 위한 주정부 지원 75억 달러
2022년 재구상 | 재건 |재개 예산 제정 하이라이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
원격의료: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변화시켰으며, 진료 접근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취약한 인구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며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원격의료 개혁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전화 진료 제공 허가, 주간 면허 허용, 허가되지 않은 특정 직원(예: 인증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담자(Credentialed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Counselor) 연수생)이
원격 진료를 통해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 보험으로 보장되는
원격의료 제공자 확대, 무의미한 장소 요구 제거,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환급 확대,
뉴욕주 전역 건강 정보 네트워크(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for New York,
SHIN-NY)에 원격의료 통합, 상업 보험에 원격의료 요구 및 정신건강 및 중독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등으로 종합 규제 개혁(Comprehensive Regulatory Reform)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훈련 및 교육 기회를 늘리고, 취약한 인구의 원격의료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보험사가 전자 트리아쥬(E-Triage) 및 가상 응급부서(Virtual Emergency
Department)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진료 관리 노력 및 통합 다분야 팀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원격 의료 솔루션을 이용해 보험사가 계약 진료 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 및 접근성을 촉진.
국가 선도적인 코로나19 진단 역량 확대: 행정부 예산은 주정부의 세계 최고의 검사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현재 매일 2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여 질병을 식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외 검사를 수행한 미국 최초의 공공 연구소였던

워즈워스(Wadsworth) 연구소의 연구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2개의 지역에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및 워크 인 검사소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검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안전하게 다시 재개하도록
신속 검사 네트워크를 수립할 것입니다.
뉴욕 주 전염병 탄력성 상용화 기금(Infectious Diseases Resiliency
Commercialization Fund) 설립:Cuomo 주지사의 생명 과학 이니셔티브(Life Scie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이끄는 새로운 4천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염병 탄력성
상용화 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기타 민간
전문가가 생명 과학, 생명 공학 및 생체 방어 분야에서 뉴욕의 실질적인 연구 개발
자산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조언했습니다. 이 기금은 새로운 전염병, 공중 보건
위협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의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백신 배포 구현: 행정부 예산은 올해 안에
모든 뉴욕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 전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것이며, 주의 모든 지역 내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배포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은 약 2천만 명의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며, 뉴욕이 국내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안전한 주가 되고 주 재개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 공중 보건 단체(New York Public Health Corps) 설립: 뉴욕 공중 보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작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지속되는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공중보건 능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에는 학부 및
대학원 공중보건 프로그램, 간호학교 및 의과와 약학 대학, 최근 졸업생, 퇴직한 의료
전문가, 자원 응급 대원,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개발한 집중적인 공중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기타 뉴욕 주민이 포함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뉴욕은 공중 보건 전문가를 계속 모집하고 교육함으로써
공중 보건 단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 단체는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근로자의 백신 접종 지원: 근로자와 직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주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최대 2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억 달러로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위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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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정부 예산은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제공자에 대한 4억 2천만 달러의
보험지급률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비율 변경으로 제공자 환급이 향상되어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2억
달러의 에센셜 플랜 품질 풀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촉진하고, 제공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실적에 따라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든 에센셜 플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중독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Office of Addiction and Mental Health Services)
설립 중독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정비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을 지속하여, 행정부 예산은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관인 중독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을 설립합니다.
통합 라이선스 부여: 행정부 예산은 보건부,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 정신보건국에서
외래 환자 정신 보건, 중독 및 신체 건강 서비스를 위한 단일 통합 라이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뉴욕의 경제 회복 시동
팬데믹 회복 및 재시작 프로그램 설립: 뉴욕 경제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은 세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를 수립하고 총 1억 3천만 달러를 확장하여 숙박,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음악 및 연극 제작 산업의 소규모 기업들이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뉴욕의 일자리를 복구하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직장 복귀 세액 공제: 이는 영향을 많이 받은 부문의 중소기업이
2021년에 추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 레스토랑 직장 복귀 세액 공제: 이 세액 공제는 2021년에 팬데믹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레스토랑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 4년 동안 음악 및 연극 제작 공제 연장 및 개선: 이 세액 공제는 업계의 시동과
도시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2,500만 달러 제공합니다.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음악 및 연극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은 이 공제를
4년간 2025년까지 연장하고 8백만 달러로 두 배 늘립니다.
고수요 일자리를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훈련: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전례 없는 수의 근로자를 일자리와 연결해 왔으며, 뉴욕의 대학과 칼리지는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력 개발은 유연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경기 침체는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대했습니다.
전례 없는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팬데믹은 일자리 유형과 구직자 유형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행정부 예산에는 뉴욕의 칼리지 및 대학교가 고수요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를 교육 및 훈련함으로써 뉴욕의 경제 재건에 도움을 줄 몇 가지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스웨이 서약(Pathways Pledge): Cuomo 주지사의 뉴욕 재구상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은
공공 및 민간 의 주요 고용주들의 패스웨이 서약을 개시하여 더 포괄적인
인력을 생성하고 인력 개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무료 온라인 교육 센터: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의 무료 온라인 교육 센터를 확대하여 뉴욕 주민이 건강 관리
및 고급 제조업 등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추가 고용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센터는 시골
지역사회에서 도시 센터에 이르기까지 주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뉴욕
주민에게 무료 직업 교육 인증을 취득한 다음 향후 직업적 성장을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의 30개 커뮤니티 칼리지 중 하나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Stony Brook) 연안 해상 풍력
연구소(Offshore Wind Training Institute): 뉴욕의 가속화된 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이러한 기회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는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과 파밍데일 주 칼리지(Farmingdale State
College)에 기반한 새로운 연안 해상 풍력 연구소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와 뉴욕 주립
대학교는 2021년 여름부터 추정되는 2,500명의 근로자의 첫 번째 단계를
교육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시스템을 활용할 첨단 기술 교육 파트너를 위해 첫 번째
입찰요청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사 대상 우선
접근: 2017년에 Cuomo 주지사는 "10년 간호 학사 학위(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을 제정하여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간호
전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 준학사 학위(Associate Degree)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들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간호 학사
학위(Baccalaureate of Science Degree in Nursing)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1년 가을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간호
프로그램에 우선 입학을 실시하여 학사 자격 증명을 완료해야 하는
40,000명의 간호사 및 간호 후보자가 주 내에서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력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 촉진. 행정부 예산은 코로나19 복구 인력
이니셔티브(COVID-19 Recovery Workforce Initiative)를 제정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고성장 산업 교육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 중심의
교육, 소규모 기업의 재교육 및 일시 해고 고용 또는 새로운 고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투자는 고품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바일 스포츠 도박: 행정부 예산은 모바일 스포츠 도박 시장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
합법화는 단기 코로나19 재건을 돕고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베팅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주정부에 필요한 세입을 5억
달러 이상 제공할 것입니다.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행정부 예산은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합니다. 합법화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세입에서 3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부터 세입은 먼저 4년간 1억 달러의 금액으로 대마초 사회
평등 기금(Cannabis Social Equity Fund)에 배포하고 이후 매년 5천만 달러를
배포합니다. 이 자금은 수십 년간의 대마초 금지로 가장 해를 입은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업자 지원 및 근로자 보호: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는 4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610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지급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29년의 혜택 가치에 해당합니다. 행정부 예산 및 행정 조치는 기술 현대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화상 회의 및 온라인을 통해 작업 검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
근로자가 임금, 차별, 보복 및 기타 직장 위반을 신고할 중앙 가상 포털 개설 등을 포함한
실직 시스템 개선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실업자에게 정규직을 검색할 때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 수를
기준으로 부분 실업 수당을 허용하기 위한 즉각적인 규제 변경을 시행할 것입니다.

예산과 함께 제출된 법안은 기술적 개선으로 가능해진 부분 실업 보험에 대해 영구적인
새로운 복리후생을 계산할 것입니다.
관광에 대한 지속적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급감하여 특히 뉴욕의 관광
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뉴욕주가 과학 기반 재개업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별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마케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켓 뉴욕(Market NY) 이니셔티브을 통한 9라운드의 경쟁 기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추가
라운드: 행정부 예산에는 핵심 자본 및 세액 공제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상금에 대한 광범위한 기존 에이전시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영향을 받은 산업에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보존이 가능하게 합니다.
뉴욕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프로그램의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4년에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뉴욕주의 성장하는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 계약의 활용 목표를 30%로 설정했습니다. 뉴욕
주는 현재 국내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 계약 참여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와의 계약 지출은 2010년 1억 달러 미만에서 2020년
회계연도에는 31억 4천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 재구상 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
내비게이터(Entrepreneurship Navigator)"를 출시하여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소수자 및
여성 기업가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능률적인 접근를 제공합니다.
뉴욕 웍스 경제 개발 기금(New York Works Economic Development Fund). 뉴욕
웍스 경제 개발 기금에 2억 2천 달러를 투자한 것과 동일한 6번째 라운드로 뉴욕주 전
지역에 자본 보조금을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 주민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으며,
주 전역의 시내 지역사회에서의 상거래의 흐름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은 Cuomo
주지사는 최근 다운타운 지역을 다음 세대의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지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음 라운드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운송 및 인프라

3,0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그램: 뉴욕의 3,06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획에는
주지사의 2,060억 달러 규모의 2020~24년 계획과 1억 달러 규모의 2015~2019년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는 뉴욕시의 미드타운 웨스트 재개발(Midtown West
Redevelopment)의 새로운 핵심 요소, 벨몬트 역 재개발(Belmont Station
Redevelopment) 및 새로운 주도에 대한 15억 달러를 포함한 2,750억 달러로부터
성장합니다.
트랜스포머티브 미드타운 웨스트 매크로 개발 공사:
•

엠파이어 역 컴플렉스. 트랜스포머티브 미드타운 웨스트
개발(Transformational Midtown West Development)의 일환으로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완공과 함께 주정부는 기존의 펜 역(Penn
Station)을 확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160억 달러 규모의 종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개장하였으며 7번가를 상징하는 신규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입구를 포함하여 완전
개조 공사를 마친 펜 역은 규모가 넓어졌으며 33번가 LIRR 중앙홀 완전
재건을 마쳐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용 인원을 늘리고
지연을 줄이며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펜 역 남쪽에 최소 8개의 새로운
트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약 60,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방 정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뉴저지 교통(New Jersey Transit), 암트랙(Amtrak)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교통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뉴저지 교통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모이니한 역까지 하이 라인 연장. 트랜스포머티브 미드타운 웨스트 개발의
일환으로, 예산에는 맨해튼의 하이 라인(High Line)을 연장하여 최근
개통된 모이니한 트레인 홀까지 상향 통로를 통해 보행자가 중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브룩필드
프로퍼티 그룹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과 뉴저지 항만 당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하이 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과 파트너십을
맺어 하이 라인의 10번가 종단에서부터 브룩필드의 맨해튼 웨스트 공공
공간까지 L 자형 연결을 구축할 것입니다.

모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국가 최초의 저렴한 인터넷: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뉴욕에 나타나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학생과 성인 모두 원격 학습과
원격 작업에 적응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즉시 보편적인 광대역이 원격
세계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기본 고속 인터넷

요금제는 평균 한 달에 50달러 이상입니다. 행정부 예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월 15달러의 초고속 인터넷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법안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프로그램이 주 전역의 소외된 집단에게
도달하도록 제공업체에게 이 플랜을 광고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더욱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는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 및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협력하여 이 위기 기간 동안 매달 15달러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고난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광대역 인터넷을 주의 98%까지 확장하기 위해 거의 5억 달러를 투자한 후, 뉴욕은
광대역 경제성에서도 국가를 선도할 것입니다. 저렴한 광대역이 없으면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리를 잃게 됩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는 고품질의 저렴한
광대역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뉴욕은 이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DOT 자본 계획: 행정부 예산은 고속도로, 교량, 철도, 항공 인프라, 비 MTA 교통 및 DOT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2개년 DOT 자본 계획(Capital Plan)의 일환으로 기록적인
2년차 투자액 119억 달러 중 5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난 교통부 자본 계획(DOT
Capital Plan) 최종 2년과 비교했을 때, 30억 또는 33 퍼센트 증액입니다.
지역 고속도로 및 교량 강화: 행정부 예산은 지역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계속 추진합니다. 통합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Consolidate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 및 지자체 도로 및
고속도로 프로그램인 마키셀리 프로그램 (Marchiselli program)에 대한 기금은 작년의
4억 7,780만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도로에 1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의 지역 교량 프로젝트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도로 및 교량을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 및 DEC 자본 프로젝트 지원: 행정부 예산은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 1억 1,000만 달러의
뉴욕주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은 우리 주의 대표적 공원들의 지속적 변신을 돕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 예산에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뉴욕주 토지를
개선하고 야영장 복원을 위해 다양한 자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7,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인프라 투자: 행정부 예산은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주정부의 총 지원액은 40억 달러로 증액되며 50억 달러 규모의 주지사 깨끗한
물 공약을 계속 이행합니다.
이리 운하 재개발: 이리 운하 재개발 태스크 포스(Reimagine the Canal Task Force)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회사인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를 감독하는 뉴욕주

전력청 이사회(New York Power Authority Board)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과 이리 운하(Erie Canal)를 통합하는 공사에 향후
5년간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신규 "엠파이어 라인(Empire Line)" 시스템은 관광 및경제
발전은 촉진하고, 한 세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360 마일에
달하는 이리 운하(Erie Canal)의 대간을 따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산을 창출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의 자본 개선: 행정부 예산에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을 위한 다음 사항들을 비록하여 신규 자금
지원에 1억 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1) 2023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 대비에 중점을 둔 올림픽 시설 및 스키 리조트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업그레이드 및 근대화 계획에 5,000만 달러, (2) 중요한 정비 및 에너지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위해 1,000만 달러, (3) 뉴욕 웍스(New York 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예산으로 책정된 250만 달러.
친환경 에너지 경제의 리더로서 뉴욕 입지 구축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은 야심찬 친환경 에너지(Green Energy)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민관 투자로 29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여 600만 가구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인 12,400 메가와트의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의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촉진할뿐 아니라
뉴욕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코로나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합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최대 규모의 연안 해상 풍력 프로그램. 주정부는 에퀴노어 윈드 미국
유한책임회사(Equinor Wind US LLC)와 계약을 맺어 롱아일랜드의 해안의 20마일이
넘는 두 개의 새로운 연안 해상 풍력 발전소를 개발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한 주가 맺는
가장 큰 규모의 조달계약입니다. 완료 시, 이 두 해양 풍력 발전 단지는 총
2,490메가와트의 탄소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 89억 달러의 투자가 추가로 창출할
것입니다.

·

글로벌 풍력 에너지 제조 발전소. 뉴욕은 주 내에서 풍력 터빈 부품을 제조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해상 풍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를 글로벌 풍력 에너지 제조 강국으로 만들 계획에는 5개의 전용 항구 시설을
만들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올버니 항구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해양 풍력타워 제조 시설, 사우스 브루클린 해양 터미널 시설, 포트 제퍼슨
및 롱아일랜드의 몬탁 항구 등에서 추진될 기타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기금 1달러당 약 3달러의 민간 기금을 활용하며, 항만 시설에 6억 4,400만 달러의
투자가 추가될 것입니다.

·

뉴욕의 친환경 에너지 전송 고속도로 건설. 뉴욕주는 250 마일 길이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화석 연료
공장에 의존하는 뉴욕주 일부 지역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 할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건설은 이미 마세나에서 크로간까지 진행되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86마일 스마트 패스(Smart Path)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건설은 곧
웨스턴 뉴욕, 미드 허드슨, 주도 지역의 여러 주요 프로젝트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

100여 개에 달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난 5년
동안 주정부는 태양광 발전 단지, 육상 풍력 발전소,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 3곳 등 68개의 새로운 대규모 재생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카운티 34곳에 경제 활동을 제공했으며
주 인프라에 6,100메가 와트의 청정 에너지 용량을 추가하고 1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뉴욕은 2021년에 또 다른 24개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체결하여 주정부의 총 청정 에너지 증축을 약 100개 프로젝트에 제공할
것입니다. 23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하나의 수력 발전소는 현재까지 뉴욕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건설이 될 것이며 2,200메가와트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하여
29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창출하고 업스테이트의 16개 카운티에서 3,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기 버스 지원. 또한 행정부 예산은 또한 MTA 소속이 아닌 교통 시스템에 2,000만
달러의 자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교통 기관이 전기 버스 구매를 지원하도록 1억
달러 규모의 5개년 프로그램에서 2차 금액이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장 큰
업스테이트 및 교외 교통 관리청 다섯 곳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운영 중인 버스의 25
퍼센트, 2035년까지 100 퍼센트 전기화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부당한 시스템 문제 해결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및 개선: 팬데믹 전
기간에 걸쳐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의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

가정 폭력을 경범죄로 처벌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가정 폭력을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자
목록에 추가할 것입니다.

·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 뉴욕은 가정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고위급 정부
기관을 운영하는 유일한 주정부입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을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Office to End

Domestic and Gender Based Violence)으로 바꾸어 성별 기반 폭력 해결 노력을 하나로
종합하며, 전국 최초의 성별 기반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관을 신설합니다.
새로운 기관은 다른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장려하며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없애며, 주정부와 피해자의 소통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

가해자에게 피해자 거주 비용 지불 의무화: 행정부 예산에는 가해자에게 주거지 피해,
이사 비용 및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타 주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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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계층 아동 및 부모를 위한 더욱 저렴하고 공정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부
예산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 프로그램 강화: 행정부 예산은 뉴욕주 보육 블록 보조금(New York State
Child Care Block Grant)을 통해 8억 3,200만 달러의 보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약 101,000개 저소득층 가정의 0-13세 어린이 약
169,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 중심의 세액 공제 및 유치원 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보육이 필요한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은 총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

고용주 보육 크레딧 신설: 예산은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 및 고용주 제공 보육 크레딧(Employer Provided Child Care Credit)을
강화하여 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육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은 5%의 투자 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포함하며 및 신용 수취인이 지출하는 지속적인 순 보육 지출의 6%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고용주 제공 보육
크레딧은 또한 적격 보육 지출의 50 퍼센트로 현재 신용 비율을 두 배 늘리고
적격 보육 자원 및 추천 지출의 20 퍼센트로 늘리는 한편, 세입자 당 제한 금액을
150,000달러에서 500,000달러로 증액합니다.
•

보육 지출 역량 개선. 행정부 예산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뉴욕 가정이
보육 공동 지불에 대한 빈곤 수준 이상의 소득의 20%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4,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32,000개 근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보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확인된 기존의 부족 지역에 프로그램을 통한 급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기금에 6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경찰관 고용 기준 강화: 행정부 예산에는 모든 사법 기관이 고용 대상자에 대한 범죄
기록 확인, 정신 건강 검사, 사전 고용주 정보 공개, 영구 직위 해제에 대한 경찰 기록
검토, 과거 위법 행위 공개 등의 신원조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기관에 자격 부여: 행정부 예산에는 법 집행 기관이 자격 기준을
만족한 사람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신원 조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직위 해제 기준 수립: 행정부 예산에는 영구적인 직위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며,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디캠 자금 지원: 행정부 예산에는 최근 통과된 법안에 따라 모든 주 경찰관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순찰을 돌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자유 국방 기금: 올해 Cuomo 주지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여 계속 싸우기 위해 자유 수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부
예산은 자유 국방 기금(Liberty Defense Fund) 지원금 1,000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 뉴욕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레이즈 더 에이지 시행 지원: 행정부 예산에는 레이즈 더 에이지(Raise the Age)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행정부 예산은 뉴욕주 헌법(State Constitution)의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을 확대하여 영구적 권리로 성문화하며, 이는
평등에 대한 뉴욕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또한 예산과 함께 제출된 법안에 따라, 시민권
및 이민자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러한 기관의 차별, 괴롭힘 방지 조항을 영리 기관까지 확대하도록 비차별
조항을 확대합니다.
식량 불안 해결: 예산에는 식량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1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에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총 지원액이
6,0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식량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농부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교육
교육구 지원에 317억 달러: 행정부 예산은 주 전역에서 26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구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지원금(School Aid), 학교 세액 완화
프로그램(School Tax Relief Program, STAR) 및 특별 연방 기금을 통해 교육구에 대한
317억 달러 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자금의 약 70 퍼센트 이상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청에 집중 배정됩니다.
연방 보조 기금에 43억 달러 할당: 교육구, 교육자 및 학생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겪는
특별한 부담을 감안하여, 행정부 예산은 지속적인 운영 및 팬데믹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팬데믹 관련 교육구 교통비 지원 승인: 2020년 봄 팬데믹에 따른 학교 휴교 기간 동안
교육구는 행정부 예산에 따라 교육구에서 학교 급식 및 교육 자료 제공 비용을
환급합니다.
비용 기반 지원금 37억 달러 통합: 행정부 예산은 기존의 비용 기반 지원금으로부터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향후 재단 지원금(Foundation Aid)을 통해 지원금을
점차 증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주거 보장
저렴한 노숙자 주택 자본 계획: 행정부 예산은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종합 투자를
계속하여 100,000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 또는 보존하고 6,000 가구의 신규
지원 주택을 건설합니다. 주정부는 저렴한 주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주택 수는 이미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은 퇴역
군인, 가정 폭력 피해자,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 시민, 보육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노숙 경험이 있으며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뉴욕 주민, 기타 삶의 어려을 겪고 있는 사람
등 주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일부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66,500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거지와 7,000 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면서 주지사는 주거
지원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목표는 이제 15년 동안 20,000
가구를 건설하는 것이며, 예산에는 2022 회계년도에 계속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자본 자금 2억 5,00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규 노숙자 주택 지원: 행정부 예산은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에 계속 1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지원금의 두 배 규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숙자이며 특별한 도움
없이는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없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주거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 행정부 예산은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노숙을 하고 있거나 주거지

불안정하며,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80 퍼센트 미만인 임대료 체납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와 최하위 소득 분위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불법 체류자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고를
겪는 살마을 지원하는 기금의 신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8억 달러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업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방 정부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뉴욕이 수령하는 13억 달러 및 기타 자원을 종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망 행위를
예방합니다.
정신보건국 주거 서비스 지원: 예산은 회계연도 2021부터 2,000만 달러의 투자를
계속하여 기존의 주거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회계연도 2015부터 누적 금액은 7,000만
달러입니다. 또한 자본 기금 6,000만 달러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를 보존하여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 교육
행정부 예산은 뉴욕의 고등 교육에 지원금 75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2 회계연도(FY 2012) 이후 15억 달러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대상 지원 계속: 행정부 예산은 빈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재정 지원 및 기회 프로그램을 존속시켜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회계연도 2022 행정부
예산은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 및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포함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고등 교육 서비스
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고등 교육
기회 프로그램 및 교육 센터를 위한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팬데믹으로 인한 질병, 수업 폐강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학업
진도를 유지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 지원금 지원 기간 제한을 연장합니다.
SUNY 및 CUNY를 위해 예상 가능 기금 계획 확대 2011년 주지사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및 뉴욕 주립 대학교(SUNY)를 위하여 예상 가능한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행정부 예산은 CUNY 및 SUNY에 대한 예측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확장하여 학비가 급등하지 않도록 막아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공립 대학이 재원을
확보하고 학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평가연도
2025(AY 2025)까지 뉴욕 주민에 대한 SUNY 및 CUNY 등록금 증액을 일년에 200 달러
이하로 제한합니다.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교수진 및 교육, 학생 성과
및 학위 완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TAP 대상 학생의 수업료 크레딧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투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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