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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 회계연도 예산 발표. 우리가 해냈습니다!  

  

Cuomo 주지사: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공해낸 가장 폭넓고 혁신적인 주 계획일 

것입니다. 다수의 전국 최초가 있으며, 뉴욕주가 오랜 기간 동안 직면해 온 심각한 

문제들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에서 좋은 일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이 

다수의 좋은 일들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아마 우리가 내놓은 

진보적 성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수의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재산세 상한제 영구화, 2 퍼센트까지 지출 제한,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해 중산층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에 반격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통행료 징수를 포함한 장기 이익 흐름 제공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개혁 지원  

  

주지사가 주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전례 없는 1,500 억 달러 규모 

계획의 일환으로 2020 회계연도에 시작되는 캐피털 프로젝트에 투자  

  

학교 지원금 10 억 달러 이상 증액, 교육 기금 총액을 279 억 달러로 확대, 보다 빈곤한 

학교를 위한 기금을 우선시하는 교육 공평성 원칙 고취  

  

현금 보석제도 철폐, 신속 재판 재시행, 공판 전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Discovery 

Process)로 전환을 통해 핵심 형사 사법 제도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 실시  

  

체외수정(In vitro fertilisation, IVF) 및 냉동 난자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확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폭행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실시,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 조사를 통해 여성 어젠다 이니셔티브 강화  

  

뉴욕주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 

조항을 주법에 성문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전 일찍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1) 2012 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미 뉴욕 



주민의 세금 250 억 달러를 절세시킨 영구적인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가 통과로 야기된 뉴욕주의 전면적인 변화 촉발시킬 몇 가지 획기적인 정책, (2) 

전략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개혁 계획 및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통행료 

징수(Central Business District Tolling)를 통한 다음 단계의 자본 계획을 재정 지원하는 

꾸준한 수익 흐름, (3) 교육 지원금에 10 억 달러를 추가하여 279 억 달러로 증액시킨 총 

교육 기금, (4) 모든 주민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욕을 만들기 위한 현금 보석 

제도 개혁, 신속한 재판, 공판 전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 개혁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형사 

사법 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산은 9 년 연속 지출 증가를 2 

퍼센트로 유지하며 중산층을 위해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음성 파일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사진은 주지사의 플리커(Flickr)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초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눠드린 5 페이지의 요약본 

이상의, 예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5 페이지 

요약본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한 Carl Heastie 대변인을 비롯해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공해낸 가장 폭넓고 혁신적인 주 

계획일 것입니다. 다수의 전국 최초가 있으며, 뉴욕주가 오랜 기간 동안 직면해 온 심각한 

문제들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에서 좋은 일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이 

다수의 좋은 일들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아마 우리가 내놓은 

진보적 성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수의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저희 팀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가장 왼쪽으로부터 예산 책임자인 Rob 

Mujica 와 Alphonso David 변호사는 이 일의 책임을 지고 훌륭하게 성공해냈습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대변인은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또한 Dana 

Carotenuto, 만약 제 이탈리아 발음이 이상하다면,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Carotenuto 는 처음 1 년째 팀에서 일했고 정말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대변인 쪽에 있는 LuAnn Ciccone 과 Blake Washington 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Shontell Smith 와 Todd Scheuermann 는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의 팀에서 일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https://youtu.be/yT14JnY3WyM
https://youtu.be/yT14JnY3WyM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6QM4BAP6ce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6QM4BAP6ce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highlights-fy-2020-budget-accomplishments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highlights-fy-2020-budget-accomplishments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90682460853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90682460853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1,750 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일과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의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이었으나 그들은 

훌륭하게 성공했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균형 있는 시각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건물에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로 움직인다면, 이는 정부에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뉴욕주에 있어 어려운 시기입니다. 각기 움직이고 있는 일련의 세력과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정부로부터의 공격과 예산의 경제적 부분에서 23 억 

달러의 감축으로 시작합니다. 아마존(Amazon)을 잃었고, 그 결과입니다. 업스테이트의 

경제 개발을 한층 더 진행해야 할 지속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불공정했던 사법 

정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립서비스와 기자회견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운스테이트 뉴욕에서는, 계속 악화되어가는 교통 문제, 정체 문제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Rockefeller 주지사가 교통청을 만들었던 그날부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설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기후와 피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워싱턴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은 51 번째 주, 부인의 주라고 

붙리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큰 문제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 12 월 우리가 논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FDR) 성명이라고 부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뉴욕주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야심차고 진보적인 

어젠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정부를 운영할 때,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운영합니다. 그 순간에 맞추어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때, 우리 뉴욕주가 마주한 문제들은 제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젠다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100 일 어젠다를 실시했고, 이 어젠다는 20 개 포인트, 20 개 주요 어젠다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 일 어젠다 기간 중 90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요소를 결국 완성해낼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 상한제는 뉴욕 주민들을 구원할 250 억 달러입니다. 단지 총액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의 세금을 다시 한 번 300,000 달러까지 인하했습니다. 이는 

중산층을 바라보는 확대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세(SALT)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만났고, 전국의 주지사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법을 통한 지방세(SALT) 대안을 다수 제안했지만, 연방정부는 

거절했습니다. Pelosi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성공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뉴욕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Trump 대통령은 부담적정보호법(Affordable Care Act)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안이 없는데도 계속 이 계획에서 그저 물러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 업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법적 능력을 갖기ㅗ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바마케어(Obamacare)의 다양한 보호 조치를 성문화했습니다. 따라서 Trump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뉴욕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뉴욕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에는 기존의 조건, 10 개의 필수 건강 

혜택, 비용 공유 없음, 뉴욕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성문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 약속했던 생식 건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30 일 내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던 여성 어젠다의 통과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IVF) 

및 냉동 난자 서비스를 보장한 우리의 2019 여성 어젠다의 연장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커플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시행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요건을 확대해, 

어린이보호를 위한 자금을 260 억 달러까지 증액했습니다.  

  

총기에 대하여, 우리는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을 통과시켜 범프 스탁(bump 

stock)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인프라에 대하여, 우리는 

1,000 억 달러 규모의, 이미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으로, 주 전역에서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에서 이 기금을 1,500 억 달러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선도하는 인프라 투자를 

실시합니다.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M 과 M, 

즉 운영(management)와 자금(money) 입니다. 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더욱 

나은 운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뉴욕 주민에게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위해 더이상의 자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12 개의 필수 운영 개혁을 

설명했습니다. 이 예산은 12 개 운영 개혁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근본적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재건하여, 교통청을 Rockefeller 가 창설했던 

시점으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는 교통청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ockefeller 주지사가 한 모든 일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개별적 기업을 정부 기관의 하나로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낭비와 비효율,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금 흐름이 

필요했고, 모든 사람이 혼잡 통행료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나는 방금 아주 현명한 기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모든 기자가 그들 나름대로 현명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자는 혼잡 통행료가 Lindsey 시장과 Rockefeller 주지사가 실제로 처음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주입니다. 싱가포르, 

스톡홀름, 런던과 같은 세계의 몇몇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중심 업무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를 형성하고, 중심 업무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를 여행할 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건 혼잡을 줄이고, 세입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입은 50 억 달러의 맨션 세금과 인터넷 세금 혜택 

철폐에서 나옵니다. 이는 인터넷 구매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으로 50 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을 인상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통행료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내년에 책정할 것입니다. 예산으로 또한 인터넷 

세금 혜택을 철폐합니다. 인터넷 구매는 이제 판매세를 내야 하며 이는 50 억 달러입니다.  

  

학교 지원금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서 10 억 달러가 더 높아졌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 회견에 참석하여 가난한 학교를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에 대해 들었습니까? 가난한 학교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블로그를 쓰고, 얼마나 많은 기사를 썼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육청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투명한 공식을 통해 

알아낸 것은 교육청은 가난한 학교에 더 많은 돈은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에서 가난한 학교는 교육청이 자금 지원의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구역 내의 학교에 얼마나 많은 자금 지원을 했는지 그 숫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것보다 가난한 학교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모두를 위한 더 많은 돈이었지만, 모두를 위한 더 많은 돈이 맞는다면 

이 돈이 필요 없는 부유한 교육청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더 가난한 

교육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우선순위인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더 가난한 

교육청이 우선순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원의원들은 모든 학교에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더 가난한 학교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역사적 형사 사법 개혁으로 기소 대상자의 90 퍼센트는 감옥 밖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사람을 위한 실제 삶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뉴욕시의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도소로 보내졌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결코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개혁은 현금 보석을 없앱니다. 현금과 재산이 사법을 위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 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따라, 누가 집에 가고 누가 라이커스(Rikers) 교도소에 앉게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개혁으로 철폐합니다. 우리는 숫자로 따지면 

소수인 폭력적인 중죄는 다루지 않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작업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시험 개혁과 발견 개혁으로 우리는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호, 

교육법(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 Act)을 

통과했고, 2040 년까지 100% 탄소 없이 살도록 국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대담한 

지시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내가 무척 흥분했던, 비닐봉지 금지법(Plastic Bag Ban)은 오랜 기한이 지났습니다. 

뉴욕주의 도시 지역을 운전해 지나면서 비닐봉지가 이상한 크리스마스 장식품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욕주 전역의 수로에서 비닐봉지들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40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했는데, 비닐봉지 무더기가 그냥 

떠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를 위한 3 억 달러, 봉투 요금, 종이 

봉투 요금 3 센트가 환경보호기금(EPF)로 가게 되어 환경보호기금(EPF)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안전한 식수, 우리는 5 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개선, 우리는 주 선거 휴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급 

휴가 3 시간을 받을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투표 개시에 대한 제한 철폐. 어떤 이상한 

이유로, 업스테이트 뉴욕은 다운스테이트에서 투표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과 융통성을 

가지고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1 천만 달러가 조기 투표를 위해 카운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 선거와 주 선거를 동시에 치렀습니다. 우리는 미성년자 조기 등록, 

보편적 등록 이전, 불참 핑계가 없는 우편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훨씬 쉬워질 것이며, 바라건대 훨씬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 책임 회사의 루프홀(LLC Loophole)을 금지했습니다. 공공 재정이 국가적 

모델입니다. 우리의 공공 재정 시스템이 미국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공공 재정을 한 대여섯개의 다른 주가 있는데, 우리는 공공 재정을 하는 가장 큰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위해 1 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법부가 이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바꾸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12 월에 돌아올 것입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공공 재정 모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직적 노동력을 보호하는 것은 어젠다의 16 번째 항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Zack 이 그의 지위에서 오는 효율성과 부지런함 때문에 당시에 암기한 12 월의 어젠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16 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 개의 항목 중에서 

16 번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Janus 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17 번은 적정 가격 주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역사상 가장 큰 200 억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 주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통과. 아멘. Marge Markey, 많은 사람들 이전에 

그녀가 있었지만 그녀는 시대를 앞섰습니다. 그녀는 이 법을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인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이 법은 성취되었고,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강력한 기관일지라도, 정의는 여전히 행해질 수 있고 정의는 

행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내내 재정적인 책임을 유지하면서 해냈습니다. 지출이 2 퍼센트 

증가했고, 우리는 9 년 연속으로 뉴욕주에서 지출을 통제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완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정시연속 예산. 아직도 더 해야 할 일 있습니다. 이 방 안의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우리가 12 월에 내놓은 20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마초,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욕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수행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대가를 치른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한 목록상의 한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임대료 규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정 임금법, 소위 공공 근로 법안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 앉아 수십 대의 마이크 앞에서,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시에 예산을 완성하기를 원했지만 좋은 예산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은 예산을 정의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이며 숫자들을 합쳐져야 하고, 뉴욕주를 파산시키는 크리스마스 소원 목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들, 교육 자금 지원은 우리가 제안했던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재정 건전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혼잡통행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형사 사법 개혁을 해야 했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건설적이며, 긴장을 이해하고, 그 과정 전체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던 Latrice Walker 하원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또한 논란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 재산세를 내는 도시 밖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연방 정부와 주 및 지방세(SALT) 때문에 재산세가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세는 최소한 주정부 쪽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충분히 오랫동안 이야기 

해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는, 정부가 일합니다. 이것은 대담하고, 

공격적이고, 어려운 어젠다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한두 가지의 큰 어젠다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두 가지의 큰 것들을 얻는데 주력했습니다. 결혼 평등권, 최저 

임금 15 달러. 다섯 또는 여섯개의 중대하고 어려운 장기적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다룹니다. 뉴욕주는 진보적인 면에서 선도적인 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립했습니다. 나는 이 계획으로 우리가 혁신과 건설 및 개혁 측면에서 

국가를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Carl Heastie 의장과 Andrea Stewart-Cousins 상원의원 대표가 이끄는 

입법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들은 그 자체로 좋은 일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해를 거듭해서 매년 방치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이 논란거리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취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개혁하십시오.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십시오. 형사 사법 제도를 개혁하십시오. 매일 매년 라이커스(Rikers)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에 눈을 뜨십시오. 어떠한 결과라도 도출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끝내십시오. 고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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