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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감사관인 TOM DINAPOLI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시장
영향에 비추어 세입 예측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감사관 Tom DiNapoli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시장 영향에 비추어 주 정부의 세입 예측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DiNapoli 감사관에게,
주 예산 준비의 일환으로 주의 세입 견적을 검토해 주신 모든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최근 귀하의 사무실이 참여한 합의 수익 예측을 완료했으며 독립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그 이후로 전망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현재 회계 연도와 향후 회계 연도에 대한 합의 경제 예측을 바탕으로 세입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 예측은 주 전체 예산의 기본 전제입니다. 세입 예측이
잘못되면 이에 따른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지난 몇 주 만에 변화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 변동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과 금융 부문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COVID 19
전염병은 학교 폐쇄, 여행 중단, 빈 레스토랑 및 호텔, 비즈니스 미팅 취소로 인해 사실상
모든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최근 상황 변화에 비추어 세입 예측의 위험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의 예산은 두 가지 예측, 즉 금년도와 내년의 세입
전망과 기본 경제 성장 전망에 의존합니다. 현재 주 회계 연도의 예측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귀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도 세입 전망과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세입 예측이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
또한 이해합니다. 많은 국가 경제 고문들이 글로벌 시장 영향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해 필사적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7일 안에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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