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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지 사항 (ICYMI):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뉴욕과 미국 전역의 진보주의가 처한 곤경: 민주당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뉴욕과 미국 전역의 민주당원들에게 공허한 미사여구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진보주의에 대한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달 초, 데일리 뉴스 편집국(Daily News Editorial Board)은 중대한 진보적 우선 

사항인 라이커스 아일랜드 폐쇄 계획이 "좌측으로의 오만한 실족"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대체 실패는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더 큰 문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누구나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진정한 진보주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미사여구 또는 결과, 상징 또는 함축, 정치 또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진보주의의 정의를 내릴 때, 뉴욕은 그 가능성과 위험성 모두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국가적인 불명예입니다. 5년전, 연방 정부는 인권에 관한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4년전, 10년 내에 총 인구수를 줄이고 이 교도소를 새로 지은 4개의 작은 

교도소로 대체하려는 진보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간의 계획은, 현재 선출된 공무원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이니 명백히 불확실합니다. 

본 계획은 도시 전역의 교도소들을 언급했으나, 이론상으로는 흥미로워도 정치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https://www.nydailynews.com/opinion/ny-oped-the-progressive-predicament-20190712-xgddltyf2jgv7cgdgvtrii5mlq-story.html


 

 

그러니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진보적이나, 오늘날 노숙자 문제는 공화당과 무소속 

Rudy Giuliani 및 Michael Bloomberg 시절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입법부는 국가의 가장 진보적인 기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유한 교육구에도 

동시에 기금을 증설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사회정의와 형평 우선순위인 빈곤한 

교육구에 대한 기금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모두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지지하지만, 뉴욕시 주택공사(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무능이 수년간 묵인되어 일정한 해결책 없이 

아이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살며 납중독에 노출되었습니다.  

  

유일한 대응은 무너친 체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연한 

진보적 분노와, 무너진 관료 체제를 바로잡는 더 중요한 결정적 행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이커스 아일랜드, 빈곤한 학교, 뉴욕시 주택공사와 같은 커다란 실패들의 공통분모는 

명확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소수자들과 기본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진보적 어젠다의 주춧돌이어야 하나,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현대 진보주의의 결점 뿐 아니라, 긍정적인 진보적 어젠다도 보여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듣기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타당하면서 

좋은 정책이라야 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중산층을 위한 공공 대학 등록금 제공, 다른 주 정부보다 더 많은 교도소 폐쇄, 

교육, 직업 교육, 투옥의 대안을 위한 자금 증가, 동시에 경제 성장과 실업률 절반 감소.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우리가 잘못 지도되거나 정보가 없거나 실행불가능한 우선순위를 

수행 또는 추구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무능해 보여 공화당이 옳다고 증명하며 대중의 

지지를 잃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이 실패한 점은, 고상한 염원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항상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정부가 선의의 힘으로서 평등을 이루고 공정한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원들은 작은 정부가 최소한의 

서비스민 제공하고 나머지는 사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공화당은 민주당의 실패에서 동력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2020 대선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더 많은 경제적 기회, 더 나은 공교육, 

적절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진보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이 목표들을 이룰 것이며 누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보주의는 약속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트위터 대담으로 다루기엔 너무 어려운 구분일 수 있어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주의에 대한 정의가 선거,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정부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Cuomo 뉴욕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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