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시러큐스 지역 신문인 포스트 스탠다드 (THE POST 
STANDARD)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센트럴 뉴욕 전 지역에서 기회를 

만드는 성장의 연료’가 될 예산 

 

 

포스트 스탠다드 (The Post Standard)는 오늘,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의 중요성과 센트럴 뉴욕에 대한 중요 투자, 뉴욕주의 재정적 책임 

기록의 지속에 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은 ‘센트럴 뉴욕 전 지역에서 기회를 만드는 성장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초 보수파가 주도한 최근 몇 주 사이, 

연방 정부는 우리의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입국심사에서 

종교에 대해 검사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현재 연방 의회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여 납세의 균형을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여기 뉴욕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뉴욕주는 1,530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과감하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천명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의 중산층에 투자하고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며 뉴욕의 상승하는 경제적 궤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심지어 7 

년 연속으로 지출을 2 퍼센트로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뉴욕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곳 시러큐스를 포함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뉴욕의 

공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역사적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그램을 

가속하는 일에서부터 뉴욕주 박람회 (State Fair)를 현대화하고 미국 최초의 무상 등록금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일까지, 이 예산은 센트럴 뉴욕 전 지역의 성장과 기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assage-fy-2018-state-budget
http://www.syracuse.com/opinion/index.ssf/2017/04/gov_cuomo_budget_will_fuel_growth_and_opportunity_across_central_new_york_commen.html


이 예산은 핸콕 국제공항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을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로 

바꾸기 위해 3,6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홀을 재설계하고 공항내 

음식 매장, 음료 매장, 소매점 등을 추가하며 외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 (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을 만들 것입니다. 

 

공항 외에도 이 예산은 지역 전체의 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드디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자동차 합승 운행 서비스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센트럴 

뉴욕 전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강화하기 위해 16,7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오번과 

오와스코의 식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00만 달러의 지원금과 같은 기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뉴욕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세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서 조직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노동자들이 새로운 뉴욕을 건설하는 동안 우리는 중산층을 계속 보호하여 

유지해 갈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러큐스를 포함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뉴욕의 

공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센트럴 뉴욕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은 

690번 주간고속도로 웨스트 (Interstate 690 West)에 진입로를 추가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오렌지 주차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인이자 유명한 뉴욕의 전통인 뉴욕주 박람회 (State 

Fair)를 현대화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더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으로 

센트럴 뉴욕은 이 지역에서 450 명의 직원을 보유하면서 260 개의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사브 방위 및 보안 (Saab Defense and Security USA) 

기업의 본사를 이스트 시러큐스로 유치하여 21 세기 최첨단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또한 중산층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은 진보적 신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통해 실제로 처음부터 중산층의 형성이 가능했고 이 신념은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우리의 토대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 뉴욕은 연간 소득이 최대 125,000 달러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등록비가 

무상인 대학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전체 가구 중 약 

80 퍼센트의 가구를 위해 대학의 재정적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대학의 학위는 현대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가족의 생계 

수단에 상관없이 우리의 최고 공립 대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 기록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 억 

달러가 증액되어 뉴욕주 교육 지원금 총액은 기록적인 258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에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른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확산 대처를 두 배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처방약의 급증하는 

가격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방약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연명 치료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의 예산으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출 처방약 가격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마침내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을 18 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부당함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전국을 선도하는 

자유 변론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취약 계층에 특히 피해를 주는 정책에 매진하는 극우 의회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예산에는 연방 지출의 무모한 변화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업스테이트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세가 

꺾이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신념에 따라, 

기회의 밝은 빛이 모두를 비출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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