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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커뮤니케이션즈커뮤니케이션즈커뮤니케이션즈커뮤니케이션즈 디렉터디렉터디렉터디렉터 MELISSA DEROSA의의의의 성명성명성명성명 

 

예산 마감시한이 가까워옴에 따라 주지사와 입법부 지도자들이 예산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이슈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사는 윤리 개혁이 최우선사항이며 윤리 개혁 없이는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바 있였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원과 함께 마련한 예산에는 윤리 개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변호사 활동과 같이 외부 직업을 갖고 있는 입법부 의원들의 문제를 윤리 공개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그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분명히 주지사의 윤리 패키지에 이미 서명한 바 있는데, 외부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자신이 작성한 윤리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교육 개혁은 이 예산의 또 다른 중요 사항입니다. 주요 교육 개혁안은 학업 능력 개발에 

실패한 학교들의 급속한 확산, 교사 평가 제도 개선, 재임 기간 개혁, 교사 능력 별 보너스 

및 신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이 통과되면 

주지사는 상당한 보조금 인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육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DREAM 법은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교육세 공제(Education Tax Credit)는 상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떤 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시점에서 둘 중 하나가 통과되거나 모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지사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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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통과를 지지하여 이를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기 

회기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임금위원회를 지지하여 이 사항도 원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뉴욕시의 차터 

캡(charter cap)과 시장직 통제 사항은 예산에서 또는 회기 내에 더욱 더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둘 모두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다른 주요 사항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세금 감면, 부동산 세금 감면, 

주지사의 15억 달러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뉴욕주 브로드밴드, Thruway 

안정화 기금 및 저렴한 주택 기금의 상당한 증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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