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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 요약 발표: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호, 복원력이 강한 지역사회 창출 등 330억 달러 규모의 5년 

계획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 어젠다 채택  

  

미국 최고의 건설 프로그램을 250억 달러에서 2,750억 달러로 주정부 역사 최대 규모로 

증액  

  

주정부 역사 상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노숙자와주택,아동 빈곤 퇴치에 지원  

  

분열 및 혐오에 맞서 공공 안전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종교 및 비종교 비영리 단체의 

보안 인프라에 2,500만 달러 투자  

  

외국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캠페인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민주주의 보호, '낫띵 투 하이드(Nothing to Hide)' 법을 도입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 신뢰 구축  

  

가향 전자 담배를 금지하고 인슐린 공동 지불 상한을 매달 100 달러로 지정하여 공중 

보건 개선  

  

교육 지원금에 8억 2,600만 달러를 추가하여 총액을 285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액, 자금 조달 상의 불평등을 바로잡아 빈곤한 학교에 더욱 많은 지원 제공  

  

중산층 및 중소기업 세금 감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병가, 음주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허점 봉쇄,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 서비스 확대, 포괄적인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 ERA), 엑셀시어(Excelsior) 대학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 및 사회 발전 노력 경주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 요약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Y2021BudgetBook.pdf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를 선도하는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 계획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정부 행정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포함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 국가 최대 규모의 뉴욕 건설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를 추가해 총 규모를 2,750억 

달러로 확대 조치, 빈곤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자금 조달 원칙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 

부분에 285억 달러 투자, 가족 연간 득 150,000 달러 이상을 포함하도록 

엑셀시어(Excelsior) 대학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또한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외국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캠페인 기부를 금지 조치,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적금에 6,400만 달러를 추가하여 주정부 역사상 최고 금액 투자, 아동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투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액 공제(Empire State Child Tax Credit)를 1억 

5,700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4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400,000 가구 수혜, 혐오 범죄에 

취약한 비공립학교 및 문화 단체의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2,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예산 계획은 또한 가향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인슐린 공동 지불 상한을 매달 100 

달러로 지정하는 공공 보건 관련 제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연소득이 300,000 달러 미만인 

47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세금 감면, 중소기업 세금 감면으로 36,000 

명의 납세자에게 3,500만 달러 규모의 혜택 제공,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 프로그램 시행으로 13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 제공, 음주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의 법률적 허점 전면 봉쇄,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 서비스 확대, 

포괄적인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을 제안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Michael Dowling 및 노동 지도자 Dennis 

Rivera가 공동 의장을 맡은 새로운 메디케이드 개혁팀(Medicaid Redesign Team)과 함께 

현재의 메디케이드(Medicaid) 시스템을 쇄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2기 메디케이드 

개혁팀(MRT II)은 올해 수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효율성 또는 추가 

산업 수익을 찾아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25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년 연속으로,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정부의 

재무 투명성 기록은 계속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 인종 및 경제적 정의의 발전을 

통해 이곳 뉴욕주의 주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고 우리 시대의 임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와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제안하고 학교 자금 조달 원칙을 개정하여 빈곤한 학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우리는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단체에 새로운 보안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여 몸에 암처럼 번지고 있는 분열과 혐오를 해결하고, 외국의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노숙 및 아동 빈곤 문제를 

비롯해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직면한 기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9년간 우리의 광범위한 성과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뉴욕주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으며 동시에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 재무 부문 주요 사안:  

• 주정부 운영 기금 지출이 1,058억 달러로 1.9 퍼센트 증가했습니다(주정부 운영 

기금은 연방 기금 및 자본 제외).  

• 2021 회계연도(FY 2021)에 대한 자금 지출 총액은 1,780억 달러임.  

• 학교 지원(School Aid)에 3 퍼센트, 즉 8억 2,60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하여 

주정부의 연간 총 투자액을 285억 달러로 증액함.  

• 2012 회계연도(Fiscal Year 2012) 이후로 18억 달러 또는 29 퍼센트 증액하여 

뉴욕주 고등 교육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78억 달러 제공  

• 약 5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중산층 세금 감면(Middle Class Tax Cut)을 

단계적으로 계속하여 뉴욕 주민에게 올해 18억 달러 이상의 감면 효과 발생  

  

2021 발전 예산 주요 사항  

 

33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 5개년 계획: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330억 달러의 규모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리더로서 뉴욕의 기록을 이어갑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 

채권법(Restore Mother Nature Bond Act)에 7억 4,000만 달러의 추가 주정부 자금 지원, 

친환경 에너지에 280억 달러, 무탄소 운송에 15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재생가능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개혁을 제안하며, 주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진두지휘합니다.  

 

2,7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그램: Cuomo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대담한 인프라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초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시작으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에서 두 번째로1,50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예산(Budget)은 교통,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통해 총 지원 규모가 250억 달러로 늘어나 2,750억 

달러로 증액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지사의 초기 1,000억 

달러 계획을 기반으로 새롭게 확대된 1,750억 달러의 인프라 계획이 추진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대중 교통, 철도,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교통에 870억 달러.  



• 환경 시설 및 공원 개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350억 달러.  

•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110억 달러.  

• 뉴욕 주민을 위한 고품질의 튼튼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증진에 90억 달러  

• 교육구가 새롭고 더 나은 학교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190억 달러.  

•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건물, 주정부 의료 시설, 

기타 고정 자산 개선 및 유지에 140억 달러  

  

2,7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그램은 또한 롱아일랜드 철도 세컨드 트랙(Long Island 

Rail Road Second Track) 및 서드 트랙(Third Track)을 비롯한 현대화된 39개 역,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및 제이에프케이 공항(JFK Airports). 이스트 사이드 

엑세스(East Side Access) 프로젝트,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확장,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새로운 네 곳의 브롱크스 메트로-노스(Metro-North) 역 설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 현대화, 모든 사람에게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New NY 

Broadband program) 프로그램에 60억 달러의 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노숙자를 위한 주택 및 서비스: 뉴욕의 노숙자 커뮤니티와 

정신질환자들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취약 계층에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전략과 

가장 많은 자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과 노숙자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홈리스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 자금 규모를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고 노숙자인 퇴역 군인을 위한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액 공제(Empire State Child Tax Credit)를 통한 아동 빈곤 

해결: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2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억 5,700만 달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액 

공제(Empire State Child Tax Credit) 확대가 포함됩니다. 현재 아동이 4-16세일 경우에만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이 필수적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제안은 

불공정한 구분을 없애고 0-3세 사이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인 

가족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노동자 가정 약 

400,000 가구에 가족 당 평균 400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172,500 가구가 이러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225,500 가구에 

대해 이 혜택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혐오 범죄에 취약한 단체 보호: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 따라 혐오 

범죄에 취약한 종교 및 비영리 단체에 2,500 달러가 추가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단체가 혐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정부가 마련한 7,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기부 금지: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는 단일한 

외국의 기관이 5 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통제하는 경우 뉴욕 정치 캠페인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독립적인 지출을 금지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두 개 이상의 외국 기관이 총 1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기부 또는 

지출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중 10 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미국의 기업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캠페인 지출을 금지합니다. 미국의 선거금융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자"는 미국 선거, 

도시,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항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세금 공제액 공개 의무화: Cuomo 주지사는 우리 정부를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서 

"낫띵 투 하이드(Nothing to Hide)" 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법은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컴트롤러, 모든 주정부 커미셔너, 모든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서를 공개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급여를 받는 뉴욕주의 선출직 공무원 중 

연간 소득이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새로운 학교 지원(School Aid) 자금 조달 운칙: 2012년 이후 뉴욕주에서는 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을 43 퍼센트 늘렸습니다. 올해 주지사의 주요 목표는 교육 자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19년 주지사는 각 학교에 분배된 자금의 규모를 교육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교육구가 여전히 학생 당 약 36,000 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가난한 학구에서 학생 당 지출액은 13,000 달러에 불과합니다. 주정부 자금 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 학교 보조금을 8억 

2,600만 달러로 증액하여 총 연간 투자액은 기록적인 수준인 285억 달러에 달합니다. 

재단 지원(Foundation Aid)의 85 퍼센트는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교육구에 배정됩니다. 

더욱 빈곤한 학교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기금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취약한 교육구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학교 지원 자금 조달 

원칙(School Aid Funding Formula)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감세 정책 지속: Cuomo 주지사는 이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2020년은 2016년 중산층 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3년차로, 소득 계층이 43,000 달러에서 161,55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85 

퍼센트에서 6.09 퍼센트로, 소득 계층이 161,550 달러에서 323,2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41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감세로 올해 470만 명의 뉴욕 

주민이 18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득 계층이 27,900 

달러에서 161,550 달러인 납세자는 세율이 5.5 퍼센트까지, 161,550 달러에서 

323,200인 납세자의 세율은 6 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최대 20 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세율 40 퍼센트 인하: 뉴욕주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록을 

지속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세율을 6.5 퍼센트에서 4 

퍼센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감면 제도를 제정하고 

36,000명의 납세자가 3,500만 달러 규모의 수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실시: 뉴욕 저임금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뉴욕주 

내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유급 병가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직원이 5명에서 99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연간 5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연간 최소 7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매년 5일간의 무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이러한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주 전역의 저소득 지역과 취약한 지역사회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새로운 기금에 2,500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주지자의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주 정부가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금융 접근성 및 수용성 

어젠다 제안의 일환입니다. 이번 예산(Budget)은 주 전역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뉴욕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전역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기반을 둔 금융적 수용성 및 지원 

사무소(Office of Finan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을 설립합니다.  

 

무료 대학 등록금을 중산층 가족까지 확대: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혁신적인 기회를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엑셀시어(Excelsior) 

자격 기준치를 뉴욕 가족 총 소득 125,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뉴욕 거주자의 약 58 퍼센트인 

230,000 명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취 성폭행의 허점을 제거: Cuomo 주지사는 과거의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의 법류적 허점을 전면 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폭행라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술에 취했는 지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정당하게 밝히며, 검찰에게 성범죄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성범죄 

생존자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의를 얻을 수 있게 만들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최초로 포괄적인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주 정부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의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주 헌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조 11항의 보호 대상으로 성별을 추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민족,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등의 다른 범주를 

추가하여 이렇게 필수적인 보호조치가 주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친환경 경제 및 환경 

지난 10년 동안 기온은 전례 없이 상승했고, 역사 상 가장 더웠던 다섯 해는 모두 2015년 

이후의 일입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을 

투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리더로서 기록을 이어갑니다. 나라를 선도하는 

최초의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것입니다. 

 

대자연 복원(Restore Mother Nature): 주지사가 추진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 채권법(Restore Mother Nature Bond Act)을 중심으로, 뉴욕주는 홍수 위험을 

줄이고 탄력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며, 하천과 수로를 연결하고, 배수로 및 댐 크기를 

조정하며, 담수 및 조수 습지를 복원하고, 자연 범람원을 회수하며, 조개 개체수를 

복원하고, 어류 부화소를 개선하고, 열린 공간을 보존하며, 더 많은 산림 지역 보존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농업과 빗물 유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며,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 보전과 복원력에 대한 투자에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및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부터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지사가 추진하는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 자원에서 전기 

사용량의 70 퍼센트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도에 따라, 주정부는 에너지 효율,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계획은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뉴욕 그린뱅크(New York Green Bank),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280억 달러를 투자하여 탄소 무배출 에너지 생산 방식을 개발 및 지원, 확대하는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송전선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탄소배출량을 절감합니다. 이것은 주지사가 추진하는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무탄소 운송: 뉴욕은 운송 부문 효율성이 두 번째로 높으며, 어떤 주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습니다. 뉴욕은 2013년 Cuomo 주지사가 시작한 차지 

뉴욕(Charge NY)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차지 

뉴욕(Charge NY)은 2018년 말까지 전기 자동차 30,000 대와 3,000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등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초과달성했습니다. 2013년 이래 

뉴욕에서 50,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기타 48개 주의 

기록을 상회합니다. 기후 예산(Climate Budget)은 뉴욕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3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사가 추진하는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회용품 및 스티로폼 제품 포장 금지: 작년 시행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의 진전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며 일회용 

식품 용기 및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 법률 제정: 더욱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주지사는 공공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전자 자전거 및 

전자 스쿠터 네트워크를 합법화하고 확장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제안합니다.  

  

프래킹 금지법 영구화: 주지사는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드릴링, 디프닝, 플러그 백, 시추 전환 신청 허가를 승인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환경 보전법을 개정함으로써 대량 수압 프래킹을 통한 천연 가스 

자원 소진을 막고,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의 환경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위한 기금 기록 경신: 

예산(Budget)은 2년 연속 환경보호기금(EPF)에 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 

지원을 계속합니다.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3,9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8,9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2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2,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 뉴욕(NEW NY) 건설  

인프라에 따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연방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가장 공격적인 2,750억 달러의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의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뉴욕은 오늘날 우리 주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도로와 교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이미 650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에 기반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과 방문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21세기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선도할 것입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자본 계획: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서는 뉴욕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항공 인프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외의 교통, 교통부(DOT) 시설의 

개선을 위한 2개년 교통부 자본 계획(DOT Capital Plan)에 119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교통부 자본 계획(DOT Capital Plan) 최종 2년과 비교했을 때, 30억 

또는 33 퍼센트 증액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본 계획(MTA Capital Plan) 시행: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투자인 520억 달러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본 계획(MTA Capital Plan)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 투자에는 최대 70개의 지하철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공모전(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 2라운드: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업스테이트 공항 및 경제 개발 활성화 공모전(Upstate Airport and Economic 

Development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제2라운드와 더불어, 업스테이트 공항의 

변화를 위해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주 전역의 공항은 안전 및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공항 운영 및 접근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더 나은 승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리 운하 재개발(Reimagining the Erie Canal) 이리 운하 재개발 태스크 

포스(Reimagine the Canal Task Force)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회사인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를 감독하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과 

이리 운하(Erie Canal)를 통합하는 공사에 향후 5 년간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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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번째 자금 조달 올해 시작되며, 운하를 

따라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1억 달러의 경제 개발 기금과 스키넥터디 지역의 아이스 잼 및 

관련 홍수 예방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6,500만 달러의 투자 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1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은 재개발 태스크 포스(Remagine Task Force)가 

권장하는 연구와 홍수 완화, 침입종 예방 및 생태계 회복과 관련된 해결책에 할당됩니다.  

  

엠파이어 역(Empire Station): 주정부는 James A. Farley 우체국 건물(James A. Farley 

Post Office)을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로 전환하는 공사에 민간 부문 

및 연방 출처를 포함하여 총 30억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광범위한 보수 공사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엠파이어 역(Empire Station)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0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에서 Cuomo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을 남쪽으로 확장하여 



엠파이어 역 지구(Empire Station District)를 만드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더 

큰 신규 터미널을 만들고, 서반구에서 가장 분주한 교통 허브에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로 및 기차 수용력을 40 퍼센트 증가시킵니다.  

  

지역별 타겟 투자 성과  

주지사는 국가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뉴욕주 

모든 지역의 경제 번영을 앞당길 것입니다.  

  

브룩헤이븐에 고속 전자이온 가속기(High-Speed Electron-Ion Collider) 확보: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이 지역의 연구 삼각지 구축을 위해 브룩헤이븐에 

고속 전자 이온 가속기(High-Speed Electron-Ion Collider)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년 간의 

노력에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지원 건물 건설, 전력 분배 개선, 

새로운 냉각 시스템 및 새로운 가속기에 필요한 지속 가능성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시설(Lake Placid Olympic Facilities), 고어(Gore) 및 

벨레아(Belleayre) 마운틴 현대화: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시설(Lake Placid Olympic Facilities),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벨레아 마운틴(Belleayre Mountain)을 현대화하기 위해 1억 4,7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시러큐스에 뉴욕주 최초의 종합 교육 및 훈련 센터(Comprehensi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설립: 시러큐스에서 떠오르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은 센트럴 뉴욕에 주 최초의 

지역 종합 교육 및 인력 교육 센터(Comprehensi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시러큐스 교육구(Syracuse City School 

District)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및 

기타 지역 칼리지, 대학과 협력하여 관리하며 지역 전체의 학생과 주민에게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최첨단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센터가 있는 건물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98 퍼센트 또는 7,140백만 달러를 

보상합니다. 시러큐스 종합 교육 및 인력 교육 센터(Syracuse Comprehensi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2021년에 개관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1,000명의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버펄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개선: 뉴욕주는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의 워터프론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용도 주거 및 상업 건물과 

공공 광장을 버펄로의 캐널사이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에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또한 버펄로와 새로운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인접 지역에 건설 예정인 기차역을 포함합니다.  

  



로체스터에서 첨단 기술 기업 확장: 주지사는 로체스터 시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세 개의 

첨단기술 회사의 확장을 지원하여,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 내외 첨단기술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의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세 

기업의 확장으로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 및 

인근에서 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뉴욕의 드론 통행로 확장: 주지사는 오네이다 카운티의 롬에 위치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에 무인 항공 시스템 실험 및 시험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9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스카이돔(Skydome)"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연구 시설로, 드론 기술 및 테크닉의 안전한 실험을 지원하며, 혁신 허브로서 

모호크 밸리와 센트럴 뉴욕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캐피톨(Capitol) 코트야드 복원 2단계: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코트야드가 원래 모습을 되찾아 상업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하는 공사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주 캐피톨(State 

Capitol)을 재개발합니다.  

  

토 파운드로 재활용하기 위해 피어 76(Pier 76)을 허드슨 강으로 이송: Cuomo 주지사는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가 오래 지체되었던 피어 76(Pier 76)의 

이전을 실시하여 그 용도를 뉴욕 경찰청(NYPD)의 토 파운드로 전환하고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의 통제 하에 공원 컴플렉스로 통합하여 녹지와 여가 

공간, 지역사회 접근성, 시장성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일환으로 뉴욕 경찰청(NYPD)은 1년 이내에 이 공간을 비워야 하며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도 피어 40(Pier 40)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32개의 건강관리 센터, 4,000개의 

신규 저렴한 주택, 400 에이커에 달하는 녹지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변화 프로젝트: 이번 예산(Budget)은 사우스 브롱크스 변화에 1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는 주정부 역사 상 사우스 브롱크스에 지원된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변화 프로젝트는 셰리단 불라바드와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를 비롯해 브롱크스 교통 불모지에 네 곳의 메트로-노스(Metro-

North) 역을 건설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차기 라운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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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s) 10 곳에 의해 후보지로 지명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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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다운타운 활성화 프로그램(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 제5라운드에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 

지속 운영: 2011년 Cuomo 주지사는 장기적인 지역 전략 경제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10 곳의 지역에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를 설립했습니다. 그로부터 뉴욕주는 8,3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240,000개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를 통해 69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는 혁신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격적인 상향식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7억 

5,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분열 방지 및 공공 안전 보장  

  

비상 대응 역량 확대 및 현대화: 뉴욕 카운티의 60 퍼센트 이상이 지난 10년간 두 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정부 운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우리의 

용감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있는 적절한 장비를 확보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늘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 자금으로 1,200만 달러 지원을 유지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교통 시스템에서 

반복 및 고위험 성범죄자 금지: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3등급의 고위험 성범죄자 또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직원을 폭행하거나 공격한 사람이 3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급할 권한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 제안으로 교통 관련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판사가 금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판사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판전 석방 조건으로 임시 금지명령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은 A급 경범죄인 교통 무단침입(Transit Trespass)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해 펜타닐 유사물 금지: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펜타닐 

유사체를 통제 물질로 명확히 지정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이러한 약물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에게 

유사물을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 정부가 시장에 나오는 

치명적인 물질을 바로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유령총의 제조 및 보급 방지: Cuomo 주지사는 유령총에 대한 높아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의 접근과 사용을 막는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이 

제안은 개인이 허가된 총포상에서 매장 내 거래를 통해서만 총기, 소총 또는 산탄총의 

주요 구성 요소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면허가 있는 총포상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요 구성 요소를 배포하고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미완성 프레임과 리시버에 주 경찰이 발급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셋째, 이 

제안은 소총이나 산탄총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개인이 총기, 소총 또는 산탄총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구성 요소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새로운 

조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범죄 및 중범 처벌을 만듭니다.  

  

주정부 경계 바깥에 있는 총기 허점 봉쇄: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저지른 경우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를 뉴욕 외에서 저지른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뉴욕 라이선스 

제도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총기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 내의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lcohol, Tobacco, Firearm and Explosive, ATF)의 범죄 총기 추적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ATF)의 이트레이스(eTrace)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범죄 총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개인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을 개정하도록 입법 행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Cuomo 주지사는 올해 대마초를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의료 목적의 성인 대상 대마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대마초 규제에 

특화된 기관인 대마초 관리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을 신설합니다. 이 제안은 

사회적 평등 면허 취득 기회를 관리하고, 평등하게 성인 대상 시장 구조를 구축하며, 

자본, 기술 지원 및 주식 기업가의 인큐베이션을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과거 금지에 의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처우를 교정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마초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모든 대마초 제품의 포장, 라벨, 광고 및 테스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접한 주인 코네티컷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기타 전문가 파트너와 함께 최초로 세계 대마 과학 연구 



교육센터(Global Cannabis and Hemp Center for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혐오 범죄 및 반테러법(Hate Crime Anti-Terrorism Act) 통과: 뉴욕에서 반유대주의와 

다른 차별적 공격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혐오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폭력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국내 테러법을 제안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A-1급 중범죄를 신설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의 학교가 시민적 가치와 뉴욕주의 

풍부한 다양성 및 종교적 자유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Battery Park City Authority)은 홀로코스트 유태인 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on the Holocaust)을 주 전역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자금 

지원: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는 

주지사가 2018년 설립한 부서로, 뉴욕주 전역에서 편견에서 비롯된 위혐, 괴롭힘, 폭력 

문제의 증가를 해결합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가 진행 중인 업무를 지원하고 폭력, 편협성, 불법 약물 판매, 테러 등 조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주지사는 뉴욕의 학교가 시민적 가치와 뉴욕주의 

풍부한 다양성 및 종교적 자유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공부하는 뉴욕시의 학생들은 

홀로코스트(Holocaust)박물관 등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여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주정부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 추가: 우리의 

국부들은 단결의 개념이 미국의 미래의 열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78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첫 번째 인장에, 그들은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세 

가지 간단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맞이하여, 뉴욕주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뉴욕주는 단결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추악한 시대에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보호 및 정부 신뢰 구축  

  

접전 선거에서 자동적인 수동 재검표 지시: 주의 모든 선거에서 선거 결과의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자동 투표 재검표가 시작되는 시기와 

그러한 재검표 방법에 대한 주 전체의 표준을 수립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 전역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2%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5%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모든 뉴욕 주민 조사: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다가오는 2020 인구 조사에 모든 뉴욕 주민의 수를 공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정부가 

대중에게 인구 조사(Census)에 대해 알려, 주민들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장려하고 

계산이 어려운 지역사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사용한 6,000만 달러의 기존 투자액을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인구 조사(2020 Census)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총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메디케이드(MEDICAID) 시스템 개혁  

2011년 Cuomo 주지사는 지속불가능한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이 10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발생시키자, 메디케이드 개혁팀(Medicaid Redesign Team, MRT)을 

신설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개혁팀(Medicaid Redesign Team, MRT)은 즉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그램을 개편 및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뉴욕 주민의 95 퍼센트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6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는 자격을 결정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더 이상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으며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과다 지출이 발생합니다. 장기 치료 

관리 비용, 15 달러 최저 임금, 운영이 어려운 병원에 대한 입원 및 지원 증가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의 비용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Michael 

Dowling과 노동 지도자 Dennis Rivera가 공동 의장을 맡은 2기 메디케이드 개혁팀(MRT 

II)를 통해 메디케이드(Medicaid)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2기 메디케이드 

개혁팀(MRT II)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혜택을 

유지하며 25억 달러를 절감할 것입니다. 2기 메디케이드 개혁팀(MRT II)은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효율성 또는 추가 산업 수익을 식별하여 4월 1일 예산 

기한에 맞추어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감찰관(Medicaid 

Inspector General)에게 메디케이드(Medicaid) 시스템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방 정부가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를 

유지하고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의 연간 증가율을 3 퍼센트로 통제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합니다. 2021년의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증가율을 3.0 퍼센트로 예상하며, 지방 정부는 주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증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을 지키지 못한 지방 정부는 

총 지출 증가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증진  

  

전자 담배 제품이 청소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담배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즉, 가향 전자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자 담배 관련 광고 금지, 전자 담배 

장치를 통해 흡입할 때 위험하며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화학 물질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전자 담배 캐리어 오일의 판매 금지, 전자 담배 액상 및 

전자 담배의 온라인, 전화 및 메일 주문 판매를 허가된 전자 담배 판매 소매업체로 제한, 

약국에서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를 중지, 실내 공간을 정의하고 간접흡연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처방약 가격 인하: 주지사는 캐나다에서 약물을 수입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소비자 비용 절감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목록 편찬을 위한 

처방약 수입 위원회(Prescription Importation Commission) 설립, 

보험약제관리기업(Pharmacy Benefit Managers)이 즉시 주에 등록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특정 약물 사용을 홍보하는 데 대한 혜택, 기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재정적 합의 

등을 공개하는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1년 내에 의약품의 가격이 100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처방약의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습니다.  

  

인슐린 공동 지불 상한: 주지사는 한 달치 인슐린 사용량에 대해 피보험자 환자에게 

요구되는 공동 지불액을 100 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료 비용의 투명성 향상으로 환자 권리 강화: 소비자가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서 및 뉴욕주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 센터(Digital and Media 

Services Center)에 지시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원스톱 웹사이트인 

뉴욕헬스케어컴페어(NYHealthCareCompare)를 제작해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행위의 비용과 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는 교육자산에 대한 주지사의 

강한 헌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교 지원(School Aid)은 매년 8억 2,600만 달러, 혹은 3 

퍼센트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총 연간 지출액은 역대 규모인 285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 교육을 위해 78억 달러 투자: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은 고등 교육 운영에 약 3.4 퍼센트인 2억 5,700만 달러를 증액합니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총 지원액은 기록적인 78억 달러가 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프로젝트 자금 조달: 2012 

회계연도(FY 2012) 이래로 주정부는 캠퍼스 시설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 12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의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15억 달러의 

신규 예산이 포함됩니다.  

  

보편적 어린이집(Universal Pre-Kindergarten) 확대: 예산(Budget)에는 3~4세의 

유치원생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1,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은 성취도의 격차를 좁히고 어린이의 조기 단계에 그 

혜택을 주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 지속 운영: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제4차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6,250 명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노숙을 경험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s) 확대: 기존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이 예산은 피테크(P-Tech)와 같이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확대 계획은 졸업률 또는 대학 입학률이 낮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술, 스포츠 매니지먼트, 재무 등과 같이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산업과 

새로운 학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스쿨 확대: 2021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21 Budget)은 뉴욕에서 지원이 

절실한 학교를 커뮤니티 스쿨로 전환하려는 주지사의 공약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Budget)은 커뮤니티 스쿨 지원 적립금을 5,000만 달러 증액합니다. 이 증액된 

지원금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햑교가 있는 지역 및/또는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또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 지속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뉴욕의 경제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조세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투쟁해왔습니다. 현재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세율은 주지사가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낮고, 주 전체의 실업률은 4 퍼센트로 하락했으며 주정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민간 부문 

근로자 수인 8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지사는 1947년 이래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을, 

1917년 이래 가장 낮은 제조업체 세율을, 1968년 이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중산층 세금 감면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계속 

인하할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농산품 접근성 확대: 2013년에 출범한 이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지역 회사 1,100 곳이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6년에 출범한 이후, 뉴욕 재배 인증(New York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장은 3,000 곳이고, 이들은 750,000 에이커가 넘는 농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은 뉴욕의 

식음료 생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뉴욕주 성장 및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program)에 대한 2,890만 달러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식품 상품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며 뉴욕의 

농부들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적정 임금: Cuomo 주지사는 대규모 공공 보조금을 수령하는 프로젝트에 근무한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뉴욕에서 진행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그램이 우리의 인프라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을 착취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공연 경제 근로자 보호: 올해 인력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공연 경제"와 관련된 직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떠오르는 경제 부문은 흥미로운 소비자 혁신을 촉진했습니다만, 법이 

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 경제 노동자의 대부분은 뉴욕이 보장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노동자 보호 및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5월 1일 이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제안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성이 즉시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정의 보장: 뉴욕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을 가진 주 중 하나입니다. 종종 근로자가 법정에서 승리했을지라도 판결이 

징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그 판결이 집행될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듭니다. 

Cuomo 주지사는 미지급분이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판사가 선취권을 명령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노조 파괴에 대한 국가 최초의 보호 조치: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은 Janus 

대 AFSCME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결정에 따라 

공공 부문 노동 조합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따라, 공공 고용주가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노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고 기술적인 수정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 조직에 신입 

사원 성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 법 영구화: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인 미국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의 영구화를 

제안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고품질의 미국산 구조용 철강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주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며 노동 조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미래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 진전  

  

뉴욕주의 대리모 합법화: 지난해의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Q) 커플과 난임 커플을 돕기 위해 뉴욕주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와 대리모를 위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리모 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당사자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모 권리 장전(Surrogates' Bill of 

Rights)을 만들어 대리모가 임신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포함한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의뢰한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여 대리모가 종합 건강 

보험의 혜택을 수령하고 자신이 선택한 독립적인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법안은 개인 중 한 명이 비생물학적 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 

입양"으로 알려진 과정을 간소화하여 부모임을 확립할 수 있는 간결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핑크 택스(PINK TAX) 금지 Cuomo 주지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서비스의 가격 목록을 게시하고 주 법에 따라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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