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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TEWART-COUSINS 상원 대표 및 HEASTIE 하원 의장이 뉴욕의 

의회 대표단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원조가 시급함을 알리는 공동 서신 발송  

  

주정부는 주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2년 동안 300억 달러의 원조 필요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및 Carl Heastie 

하원 의원은 오늘 뉴욕의 의회 대표단(Congressional Delegation)에 예상되는 구제 

패키지 내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원조가 시급함을 개략하는 공동 서신을 

보냈습니다. 주정부는 주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2년 동안 300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이것이 우리 주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최종 통과를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뉴욕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은 전례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산은 경제가 

폐쇄된 동안 채택되었으며, 주 및 지역의 세입이 수직으로 하락한 시점이었습니다. 

제정된 예산에 제공된 금액은 보조 연방 원조를 받을 때 사실상 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산의 제정 이후 그리고 이전의 원조 패키지에 따른 귀하의 지원으로, 뉴욕주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만이 바이러스의 판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의 많은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께서 

취하는 조치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주를 경제 회복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 및 지방정부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고려할 때를 위해, 뉴욕주가 

운영 적자를 충당하고 동시에 공중보건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2년간 

300억 달러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필수 기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 주와 

모든 지역사회가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여전히 뉴욕주 경제의 심장 박동 역할을 하며, 이 공중보건 

위기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쳐 최근 1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전법인 케어스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August_7.pdf


 

 

CARES Act)을 통한 귀하의 적시적인 지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안전하게 재개할 

준비를 마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더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일상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주 모든 지역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엔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이 운송 시설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항만청(Port Authority)은 수입이 

축소됨에 따라 이 기간에 크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뉴욕 부활의 중심인 John F. Kennedy 

및 라구아디아(LaGuardia) 공항에 진행된 개선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항만청의 자금 

계획에는 3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는 뉴욕 주민이 최신의 운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중보건 위기의 비용은 연방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개혁의 제정으로 주와 납세자가 겪은 극적인 손실에 의해 더욱 심각해집니다. 보건 및 

경제 회복 옴니버스 비상 대책법인 히어로즈 법(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에 구상된 주 및 지방세 공제의 완전한 

회복이 상원 의논의에서 성공하여 마지막 통과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입법 절차의 여러 단계를 통해 주 및 지역의 요구를 후속 

법안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길의 끝에 다다르는 지금, 이러한 지원을 

한시의 지체 없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뉴욕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  

Carl E.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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