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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년 어젠다 발표: 진보적인 정부의 공약 실현

제 8 차 시정 방침(8th State of the State) 연설을 통해, 진보 정책 7 년의 목표가 담긴
원대한 어젠다를 추진하는 Cuomo 주지사
워싱턴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서 중대한 사회 경제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미국을
위해 진보, 단합, 공정성의 등대 역할을 하는 길을 선도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1) 연방세 공격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계획, (2) 다면적인 여성 관련 어젠다, (3)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형사 사법 개혁안, (4) 뉴욕 선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대책, (5) 미국을 선도하는 대테러 프로그램
21 세기 인프라에 대한 극적인 투자, 일자리 만들기 및 혁신의 진전, 노숙에 대한 공격,
고등 교육 기회 확대, 기후 변화 극복 등과 관련한 기록적인 재정 규율을 지속하는

주지사의 어젠다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공식적인 2018 년 시정 방침 목록(Official 2018 State of the State
Book)을 담은 PDF 파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주지사의 2018 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주지사의
2018 년 어젠다를 통해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경제적
정책들이 그 목록대로 진행되어 진보적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대담한
어젠다에는 포괄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어젠다에서부터 연방 정부의 세금 공세에 맞서기
위한 미국 최초의 계획을 거쳐 미국을 선도하는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입법
개혁, 강력한 투자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이
나라를 위해 평등, 통합, 공정성의 등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포괄적인 제안은 Cuomo 주지사의 취임 기간 7 년간 이루어 낸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성과를 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1) 최저 임금 15 달러 법안 통과, (2) 무상 등록금
대학교, (3) 동성 간의 결혼(marriage equality), (4) 유급 가족 휴가, (5) 총기 안전 대책, (6)
인프라, (7) 획기적인 형사 사법 제도 개혁, (8)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 감면, (9)
재산세 부과 상한 제도, (10) 세대 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출 증가 유지. 워싱턴에서
합심하여 벌이는 연방 정부의 공격에 직면하여, 뉴욕은 기회, 평등, 공정성, 희망 등에
대해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보호하여 진보적인 정부의 역량을 입증하면서 2018 년에도
이 길을 계속 선도해 갈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분열을 통해서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뉴욕이 가는 길은 모두를
위한 관용의 길입니다. 포용은 우리의 운영 원칙이며,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나라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정부는 아주 많은 것을 약속했고
너무 적게 실천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신뢰와
정부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리더들은 반드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구자와 성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 인권, 이민자 공동체, 환경,
우리의 경제 등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선거가 결점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뉴욕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의 세금 제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격에 맞서고, 부자들이 사법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를 개혁하면서 계속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지사의 2018 년 어젠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뉴욕 경제의 경쟁력 유지
뉴욕의 공약 유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경제 기회를 지속시키고 뉴욕 일자리 창출(NY Works) 프로그램 증진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해진 뉴욕 제공: 복지 어젠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조치 주도
민주주의 어젠다 촉진
더욱 강하고 안전한 뉴욕 건설

주지사의 2018 년 정책 목록(2018 Policy Book)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경제의 경쟁력 유지

취임한 첫날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날 모든 뉴욕 주민들은 Cuomo 주지사가 취임했을 때 보다 낮은
주정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1947 년 이후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을, 1968 년 이후 가장 낮은 법인 세율과 1917 년 이후 가장 낮은 제조업
세율을 확보해왔습니다. 워싱턴이 우리 중산층을 홀대하고 있는 와중에, 뉴욕은 우리
근면한 주민들의 가정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

•

•

뉴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공격에 대처: 최근 제정된 연방 세법(federal
tax law)은 뉴욕에 대한 공격입니다. 주정부 세금 및 지방 정부 세금의 공제
제도를 없앰으로써, 법에 따라 중산층 가정의 재산세 및 뉴욕주 소득세가
효과적으로 2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 정도 인상됩니다. 그리고 뉴욕주 및
미국 전 지역에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재정의 중요한 토대를
약화시킵니다. 뉴욕은 이미 미국에서 최고의 “기부 주(donor state)”로 연방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금액 보다 연간 480 억 달러 이상을 연방 정부에
기부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연간 140 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다각적으로 구성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위헌인 이 전례가 없는 연방 정부의 이중 과세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의 권리와 평등한 보호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법을 폐지한 후
대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새로운 법에 대한 국가적인 저항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세금 공평성(Tax Fairness for All)” 캠페인. 셋째,
우리는 조세 정책의 주요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여 뉴욕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기부에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납세자를 위해
공정성을 높이고 뉴욕 경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운영되는 협업 절차에 세무 전문가, 고용주,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의 허점 해결: 그 반대에 해당하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이른바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의 허점을
남겼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월스트리트에
안겨주는 이 공짜 선물을 처리할 것입니다.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록적인 세금 감면 이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12 년의
중산층 감세를 통해 소득 계층이 40,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85 퍼센트에서 6.45 퍼센트로, 소득 계층이 150,000

•

달러에서 300,0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65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올해 이 세율은 각각 6.33
퍼센트와 6.57 퍼센트로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이 세율은 2025 년까지
완전히 삭감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모두 각각 5.5 퍼센트와 6 퍼센트로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평균적인 뉴욕 주민은 2018 년에 세금 250 달러,
완전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698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의 새롭게 낮아진 세율로 인해 처음 4 년 안에 거의
66 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절감액은 2025 년까지 42 억
달러에 달하며 600 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 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정부의 영구적인 카운티 공유 서비스 패널(Shared Services Panels)로
지속적으로 지방 재산세 감면: Cuomo 주지사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지방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역사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지방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성취하는 역사적인 진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전 지역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과 일치하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 편성된 2 억 2,500 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절약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정부의 성공적인
카운티 전 지역 공유 서비스 패널을 영구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지방 정부의 성과 지원을 위한 주정부 기금 지원이 공유 서비스
패널의 지속에 달려 있다고 제안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지역의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 컨소시엄(local healthcare consortia)
설립에 관한 규칙을 완화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특별히 소규모 지자체들을
위한 건강보험 컨소시엄(health consortia)을 만드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지침을 게시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지자체와 계속 협력하여 지역제(zoning)와 다른
기능들처럼 지자체가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타 법률 및 정책 장애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및 기타 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을 돕기 위해, 스마트 거리 조명 기술과
납세자를 위한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25 년까지 50 만 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스마트 거리 조명 프로그램(Smart Street Lighting
program)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4,770 가구에 해당하는
482 기가 와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뉴욕주 전 지역에서 매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납세자를 위해 연간 8,700 만 달러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을 위해 조명 및 안전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Cuomo 주지사는 올해 한
해에만 260 만 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지방 재산세로 평균 380 달러씩
감세를 실시하게 될 주정부의 지방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local property tax
relief program)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뉴욕의 공약 유지

여성 관련 어젠다 추진
뉴욕에는 여성 인권을 발전시키는 길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오랜 유산이 있습니다.
세네카 폴스의 여성 인권 운동의 탄생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최근 통과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여성 인권을 계속
지지하면서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여성의 평등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걷는 길을 지연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여, 2018 년에도 우리는 진보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성 및 여아를 위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여성이 직장, 건강, 안전,
교육, 가정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련의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

직장의 성희롱 근절: 주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다면적인
어젠다를 발표할 것입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안은
개인에 대한 성희롱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 시 강제 중재 정책을
무효화하고, 주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는 성희롱 판결 건수 및 이행된
기밀 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의 건수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자의 총기 몰수안: 뉴욕 법은 중범죄 혹은 “심한” 공격에 가담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폭행죄와 배터리 범죄
혹은 목을 조이는 것과 같은 가정 폭력에 관련한 특정 경범죄성 공격은
제외합니다. 모든 가정폭력 범죄자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Cuomo 주지사는 모든 가정 폭력 경범죄를 금지된 공격 목록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적 착취 및 복수 포르노의 종식 이러한 성적 착취의 부당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1)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성적으로 남부끄러운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협하는 짓을 불법화하고, (2) 피해자의 건강, 안전, 사업, 경력, 재정 상태,
평판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 해가 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노출시키도록 만들거나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

•

•
•

•

•

음란 사진 불법 배포: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물리적으로 해할 의도로
(1)타인의 사적인 성적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2)사적인 성적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타인을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최대 1 년의 징역형 또는 3 년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는 A 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됩니다.
3 급 성적 착취: 타인이 성적인 또는 사적인 부위를 노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피해자 또는 관련인의 건강,
안전, 사업, 경력, 재정 상태, 명성, 사적 관계를 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는 최대 4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E 급 중범죄(class E Felony)에 해당합니다.
2 급 성적 착취: 상기와 같으나 피해자가 17 세 미만인 경우. 이는 최대
7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D 급 중범죄(class D Felony)에 해당합니다.
1 급 성적 착취: 상기와 같으나 피해자가 15 세 미만인 경우. 이는 최대
15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C 급 중범죄(class C Felony)에 해당합니다.
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으로 성문화 수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최고 재판소의 Roe v. Wade 판결 및 이후의 판결에 따라 여성들이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 법의 성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여성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전문가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보호 조항을 뉴욕주 헌법에 성문화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피임 보장법(Contraceptive Coverage Act) 통과: 피임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얻는 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피임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도 줄어들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폐지하더라도, 뉴욕은 여성의 독립을
해치는 시도의 일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비용 부담이 없는 피임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과는 별개로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인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 년에 주지사는 포괄적인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을 통과시켜, 뉴욕주 법에 긴급 피임(emergency
contraception)을 비롯하여 피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프로그램의
법안이 포함되도록 일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

•

여성 및 소수계 리더십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뉴욕주 공동
퇴직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에 요청: 뉴욕주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Program, MWBE)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계약 건수 중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과의 계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퍼센트로
할당하려는 주지사의 목표 덕분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은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수계의 경우 비즈니스 소유권, 경영 역할,
기업 이사회 등에서 그 대표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8 년에 Cuomo 주지사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적절하게 여성 및 소수계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것을
뉴욕 공동 퇴직기금(New York Common Retirement Fund)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여성 및 소수계 리더십에 투자하는 회사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DiNapoli
감사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법안 재승인 및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모든 주정부 재정 지원 계약으로 확대:
2011 년에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변모시켰습니다. 이 공약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이 법을 재승인하여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요건을 주정부가 전액 재정 지원하는 계약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2018 년 회기 동안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정부 기금에 대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위한 할당 목표를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도적 차별과 싸우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기금 풀을
활용할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형사 사법 제도
Cuomo 주지사는 체포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사법 제도의 모든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임 기간 내내 중요한 형사 사법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Hurrell-Harring
합의에 의한 부당한 형사 변호의 개혁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 책임의 시대 고양, (2)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심문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법 집행 요구, (3) 적절하게 진행된
증인 식별을 재판 상의 증거로 허용. 2018 년에 뉴욕은 주정부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성을 회복하여 이 대담한 전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

보석 및 판결선고 전 구금(Pretrial Detention) 제도 개혁: 뉴욕의 보석 관련 법이
1970 년대에 제정되었을 때, 뉴욕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 중

•

•

•

하나였습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경범죄 및 비폭력 중죄 혐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금전적 보석금을
없애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공판 전 회합 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같이 법원의 주선으로 자진 출두를 서약하거나 비금전적인 조건을
달아 석방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중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석과
비금전적인 보석 양쪽 모두가 허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사건의 본질과
피고의 개인적 상황 및 재정적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석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현금 또는 보석용 산업
채권과 무담보 채권 또는 부분 담보 채권과 같은 보석금의 대안을 피고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가 현저히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거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대해 현재 위협이 있는 경우, 또한 가정 폭력
범죄, 심각한 폭력 사건 또는 피고가 예심 석방 과정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고를 보석없이 예심 기간 중 구속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Discovery Process) 확대: Cuomo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검사와 피고 측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i)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와 정보, (ii) 의도된 전시품,
(iii) 전문가 의견 증거, (iv) 증인의 범죄 기록 정보 등이 포함되며, (v) 수색 영장
정보는 적시에 일관되게 피고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절하게 대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증인 정보 공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 계획은 증인의 안전과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특별한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발전해가고 있는
새로운 법은 형사 사건을 지나치게 미루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여 사람들이
불합리한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구속을
요구하는 법원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 및 연기를 줄이고 판사가 반드시
승인해야하는 신속한 재판 면제에 구금된 사람들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구금된
사람들도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포기에는 피고,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피고가 판사 앞에 출두한 후에만 재판이 예정되어 진행될 것임을 이해하도록 최종
기한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구금되어 있는 곳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실시하고, 검사의 준비 진술서를 평가하며, 적절한 경우 보석 상태를 재검토하여
공판 전 심리 회의(pre-trial conference)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기각 신청은
재판이 시작되기 최소한 20 일 전에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검찰에 기소되는
기간을 명시하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선서를 통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변경: 새로운 법은 체포되지 않는 한 모든 자산의 압류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사건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들은 돈과
귀중품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주정부 형사사법서비스국(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민사 자산 몰수 절차가 뉴욕주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구 통계 및 지리적 데이터와 같은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 요건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가 생성될

•

•

•

경우, 뉴욕은 재산 몰수 시스템을 평가하고 파악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적절한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사회 복귀 절차 개선: 주지사는 법 집행 기관 외의 직업에 대한 직업 면허를
대상으로 한 구식 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원자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마약 전과자에 대한 운전 면허증의 의무 정지
또한 운전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일하면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의무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조기
석방 및 제한된 수감 기간을 공제받을 자격을 수감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주립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석방 기회를 안전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는 새로운 “노인성 가석방(geriatric parole)” 규정
조항에 따라 이 사건들을 조사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석방
위원회(Board)는 이 수감자들에 의한 공공 안전 위험과 지역사회에서 연령에 맞는
적절한 치료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현재의 가석방
감독 비용을 없애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집행 사무소(local child support
enforcement office)에 6 개월 이상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아동 양육비 명령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석방 후 직면하게 될 수감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면서 이들의 사회 복귀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는
기술적인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지만 공공 안전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수감자들을 위해 수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결정하도록 가석방 철회 지침 및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명령했습니다.
뉴욕의 독방 감금 집행 감소: 2016 년에 Cuomo 주지사는 독방 감금의 빈도와
기간을 줄이고 뉴욕주 교도소 내 수형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민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과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정부는 뉴욕주의 전체
교도소에서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가 1,200 개가 넘는 독방 감금 시설을 폐쇄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대규모의 정비를 지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뉴욕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 보호: 모든 지역 교도소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뉴욕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의
즉각적인 집행 전략을 제안합니다. 모든 교정 시설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이 위원회는 안전, 보안, 서비스에 관해 확립된 기준을 지키는 데
심하게 반복해서 실패한 뉴욕 전 지역의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검토에는 보고가 가능한 사건, 구금 중 사망, 신체적 시설 상태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 감옥은 직원과 투옥된 개인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신속한 방식으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교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지지: 주지사는 18 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과 관련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제한 법령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피해자의 18 번째 생일부터 3 년에서
범죄일로부터 50 년까지 민사 청구를 위한 제한 법령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설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모든 피해자를 위해, 주지사는 피해자가 청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 년
기한의 창구를 열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는 해당 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공 기관에 청구 통지(notice of claim)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출범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저렴한 주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주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200 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위기를 종식시키고 뉴욕시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프로그램, 임대 보조금, 기타 대피소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을 해결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성취된 성과를 토대로 할 것입니다.
•

노숙 경험을 가진 개인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의료 서비스
증진: 기존의 노숙자 대피소에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대피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적극적인 공동체
치료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s)이 기존의 대피소와
연결되어 정신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및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은 뉴욕주 전 지역의 기존 피난처 14 곳에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를 현장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 서비스는 약물 사용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자 약 200 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각 지역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에 봉사 활동
및 종합적인 노숙 문제 대처 계획 요구: 노숙이 늘어나는 일과 거리 노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노숙 대처
서비스를 위한 주정부 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효과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항만청(Port Authority),
센트로(Centro), 주도 지역 교통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 로체스터-제네시 지역 교통청(Rochester-Genesee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it Authority) 등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s)가 이전
노숙자를 대상으로 거리 봉사 활동, 노숙 방지 활동, 신속한 주거지 마련,
지속적인 주택 안정과 관련된 계획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것을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s)가 주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된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주정는 성공을 촉진할 수있는
모범 사례와 정책 관련 지침 등의 발표를 통해 기획 과정 내내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뉴욕 주민입니다 - 이민자의 권리
뉴욕주와 미국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증오와
편협한 행위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보다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뉴욕이고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주정부의 문화적 경제적 강점에 성공하고 공헌할 수있는
기회를 갖질 수 있도록 모든 뉴욕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유산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

•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지속: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최초의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기금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선도적인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뉴욕의 이민자 가정을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Cuomo 주지사는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이민자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확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호, 교육법(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 Act) 통과: 2002 년 이래,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도 뉴욕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우리 주에서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서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뉴욕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단지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되것나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등록금 지원
자격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
대해 고등 교육의 문호를 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호, 교육법(DREAM Act)의 통과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호, 교육법(DREAM Act)은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아울러,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이민자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뉴욕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뉴욕에는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오래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임금이 정체되고 연금이 증발하며 가계 부채가 팽창할 때 노동조합은 중산층이 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

•

뉴욕주에서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 임금 팁 크레디트를 없애는
것을 검토: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서 최저 임금 팁 크레디트(minimum
wage tip credits)를 종료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청회 일정을 잡기
위해 노동부의 커미셔너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뉴욕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 대한 경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사업체,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고 재판소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노동 조합과 연대: 공공 부문의 노동
조합은 노조의 핵심 인력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곧 제이너스(Janus) 대
미국 주, 카운티, 지자체 직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재판의 심리를 곧 진행할 것입니다. 이 재판은
공공 노조를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테일러법(Taylor
Law)에 의해 허용되는 것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수정헌법 제 1 조(First
Amendment)를 위반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이 제이너스 사건(Janus
case)에 대한 결정을 기다릴 때, Cuomo 주지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하며 단체 교섭권(collectively bargain
right)을 보호하도록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공공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퇴역군인 지원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뉴욕주를 전국에서 퇴역군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뉴욕 주 퇴역군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는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퇴역군인 약 775,000
명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

•

•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착취 예방: 우리 주와 미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퇴역군인들이 귀환했을 때 계속 적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면 연방
정부 수당을 얻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사기성 사업이 너무나 자주
노령자이고 또는 장애인인 퇴역군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약탈적인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연금을 훔쳐가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보훈부(Veteran’s Affairs, VA) 수당의 청구 및 항소에 대한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업체에 새로운 공개 요건을 실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기소할 수 있게 합니다.
퇴역군인 업무를 담당하는 뉴욕주 기관에 대한 적합한 지정: 뉴욕주
보훈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은 일반적으로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뉴욕주 보훈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은 이제 뉴욕주 퇴역군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으로 개명합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이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의 핵심 임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불필요한 실수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방 보훈부(VA)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퇴역군인을 위해 프로그램 확대: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를 통해, 주지사는 각
퇴역군인 개인의 필요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급 보안 교정
시설(Medium Security Correctional Facilities)에서 3 가지 퇴역군인 주거
치료 프로그램(Veterans Residential Therapeutic Programs)을
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에 따라, 주지사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최고 보안 시설(Maximum Security Facilities)에
처음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로스쿨 파트너십을 통해 퇴역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뉴욕의 영웅을
위한 정의 보조금(Justice for Heroes grants)의 성공을 토대로, Cuomo
주지사는 참여하는 학교들이 향후 2 년간 보조금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총액 최고 15 만 달러까지
로스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오랜 기간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참여 학교들의 교수진 및 학생들이 제공하도록 각 참여
학교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조기 교육의 중요성
Cuomo 주지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뉴욕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아와 가족의 건강을 지원해왔습니다. 주지사는 어렸을 때 중요한 교육 개발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 아동 지원
및 교육은 좋은 교육의 기초이며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성과를 토대로, Cuomo 주지사는 유년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한 투자 - 최초 1,000 일(First 1,000 Days) 계획
2017 년 8 월에 Cuomo 주지사는 어린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기타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조기 어린이 의료 서비스 조정 및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유아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결과와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권장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실무 그룹에
대한 최초 1,000 일(First 1,000 Days) 계획을 출범하도록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습니다. 실무 그룹의 권고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종합적인 최초
1,000 일 계획(First 1,000 Days Plan)의 시행을 개시할 것입니다.
성장과 발달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교육자들이 유치원 입학시 아동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일관된 측정 수단을 확립하기 위해 소아과 일차 진료의 명확하고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한다.
o 조산아 출산율이 높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기가 태어나는 등,
뉴욕주에서 가장 좋지 않은 출산 결과를 가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전 진료의 그룹 기반 모델을
확립한다.
o 임산부의 요구와 적격성에 가장 적합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과 해당
가족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접근법을 사용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사회 3 곳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강화한다.
o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위험 가정에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진단하는 의료 서비스 공급 기관의 효과적이고
온화한 의사 전달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족 노숙자 대피소 및
마약 치료 센터와 같은 비 의료서비스 공동체 환경에서 동료-가족
조율 서비스를 시작한다.
o

o

•

•

유아의 부모들이 증거를 토대로 하는 부모-아동 치료 모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환경을 제공한다.

뉴욕주 전 지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들의 3 세와 4 세 유아들을 위한
유아원 확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주정부는 유치원에 대한
공약을 3 억 8,500 만 달러 지원에서 8 억 달러 이상 지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2015 년에 3 세 아동을 위한
유아원을 소개한 이후, 3,000 만 달러 이상이 현재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3
세 아동에게만 몰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들의 3 세와 4 세 유아들을 위해 3,000 곳의
시설에 1,500 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등, 유아원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 가능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force) 설립:
주정부의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보육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는 새로운 어린이 보육 가능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force)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체 대표, 지지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 대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노조, 여러 주 기관의 대표,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대표 등이 포함될
예정인 이 태스크포스는 (1)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점검, (2) 비 전통적 근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이용가능성, (3)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법규 및 규제 변경, (4)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인센티브, (5) 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 공제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제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

학생 기아를 추방을 보장하는 다섯가지 포인트 계획
주지사의 학생 기아 추방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에는 (i)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 (ii)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확대하고 수치스러운
점심 급식 관행(lunch shaming)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 (iii)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양질의 학습 환경에서 농장의 신선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수치스러운 점심 급식 관행(Lunch Shaming) 금지:
수치스러운 점심 급식 관행(Lunch shaming)은 어린이들이 점심 값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일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종류의 수치스러운 점심 급식 관행(lunch shaming)을 즉시 종료시킬
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

•

•

첫 수업 종이 울린 후의 아침 식사(Breakfast “After the Bell”) 요구: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서 학생들이 아침 수업 시간에 배가
고파지는 것을 막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다음 학년도에 학교 수업이
시작된 후 무료 또는 가격이 할인된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0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학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벨 프로그램(bell program) 후에 성공적인 아침 식사를 위해, 학교는
교실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환이 용이하게 시작되도록, 주정부는 첫 수업 종이
울린 후의 아침 식사(Breakfast After the Bell)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쿨러 및 자동 판매기와 같은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본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확대: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청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 현지 식품, 뉴욕주에서 생산된
식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은 학교와 지역 농민을
연결하여, 학교가 지역 농장에서 생산한 식품으로 만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 재료를 받도록 학교의 기술 지원 및 역량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 사용이 학교에서 증가: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식품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청소년기까지 어린이들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는 상위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지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소재 농장에서 최소한
30 퍼센트의 재료를 구입하는 모든 교육청을 위해서 식사당 현재의 5.9
센트에서 25 센트까지 점심 급식을 하는 학교에 상환을 통해 비용을 인상해
줄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에 식품
저장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 대학 캠퍼스의 청년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 내에서 실제적인 식품
저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학생이 오명을 경험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식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100 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를 제안합니다.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Cuomo 주지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없다는 인식으로 뉴욕주
내의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인 K-12
교육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청소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

•

•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의 추가 라운드 출범: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사회에
22,000 명 몫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3,50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학생 노숙의 비율이 높거나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곳이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지역사회에 6,250
명 몫의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 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00 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1 달러를
쓸 때마다 3 달러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학교 네트워크를 성장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조기 대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 프로그램 확대: 주지사의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뉴욕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동안 준
학사 학위로 이어지는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조기 대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를 지원하기 위해 4,700 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조기 대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
프로그램 모델을 뉴욕주 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주지사는
적어도 15 곳의 조기 대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900 만 달러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따서 졸업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단과 대학
또는 종합 대학교 및 업계 파트너 등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과학 교육 확대: 기술
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 분야 중 하나이며 뉴욕 학생들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뉴욕 학교가 컴퓨터 과학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교사 지원
및 개발을 제공하도록 매년 600 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약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모델이 되는 컴퓨터 과학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의
선도 업체들과 협력할 것을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저렴한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젊은이들에게 21 세기 경제에서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도록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취임한

이후,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등록금 계획을 실행하고, 학생 융자 탕감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에 참여하며, 중산층 가정을 위해 무상 등록금 대학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제도를 시작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열린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등과 같은 혁신을 통해 교과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8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같은 대학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을 토대로,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

엑셀시어 무상 등록금 프로그램(Excelsior Free Tuition Program) 2 단계
출범: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뉴욕의 공립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에서 무상 등록금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역사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넉넉한 뉴욕주 학비 보조 프로그램(New York State Tuition
Assistance Program)을 포함한 다른 등록금 지원과 더불어,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정규 학생 중 약 53 퍼센트, 즉 21 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무상 등록금 제도를 통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은 3 년 과정 중 2 년차 과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2018-19 학년을 시작으로, 최고 11 만 달러의 가구
소득이 있는 뉴욕 주민까지 대상이 되도록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주지사는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이 27,000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1 억 1,800 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학생 채무 대처 방안: 학비가 저렴한 대학 교육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뉴욕주는 그 길을
이끌어 왔습니다. 주지사는 (1)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서 학생 대출 옴부즈맨(Student Loan Ombudsman) 프로그램을
만들고, (2) 모든 대학은 매년 현재까지 발생한 학생 대출 금액, 원금
및이자를 포함한 총 지불 금액 범위 및 학생이 대출에 대해 부담 할 수 있는
월별 상환 금액 등과 같은 학생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을 매년
제공해야 하며, (3)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부채 컨설턴트가
차용자를 오도하거나 약탈 행위나 관행에 참여하거나, 지급액을 잘못
적용하거나, 신용보고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들을 위한 방대한 보호 대책을 제정하고, (4) 개인의 전문직 면허

정지를 금지하거나 학생 대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학생 부채를 더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 일자리 창출 (NY WORKS)

오늘과 내일의 인력 준비
Cuomo 주지사는 뉴욕 경제의 주목할 만한 부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뉴욕주 경제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100 만 개 이상을 창출했으며, 실업률은 8.3
퍼센트에서 4.7 퍼센트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성장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미래의 고품질 일자리를 위해 뉴욕 주민을 준비시키는 일이 시급함을
인정합니다. 평균적으로 향후 10 년 동안 뉴욕에서 약 362,000 개의 일자리가 매년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그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

•

급성장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를 통해 인력 투자를 위한 1 억
7,500 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통합 자금 지원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수립: 고등교육, 산업 및 정부 지도자가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인, 경제 기금 마련을 위한 통합 기금 신청
제도를 설립한 것은 주지사의 대표적 경제 발전 성과 중 하나입니다.
주정부는 프로젝트 6,300 개 이상에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220,000 개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를 통해 54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상향식 모델의 성공에 기반하여 인력 투자를 위한 신규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제도를 수립하면,
기업의 단기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인재 파이프 라인을 개선하며
수습 기회를 확장하고, 청정 에너지 및 기술에 관련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 분야의 장기적 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지역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은 경력 단절에
직면한 여성, 청년 및 기타 주민의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력 CFA 기금은 1 억 5,000 만 달러 신규 자본과 탄력
자원 및 기존 인력 기금 2,500 만 달러로 구성됩니다.
뉴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New York Youth Works Program) 확대: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Youth Jobs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Cuomo
주지사는 인증된 뉴욕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을 50 퍼센트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풀 타임으로 인증된 청년 일자리의 경우, 최대
세금 공제가 5,000 달러에서 7,500 달러로 인상되며,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2,500 달러에서 3,750 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견습생 수준에서 자신이 선택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

필요한 기술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지사는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와 청소년을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의 지역 인력 개발 활동에 연계시키고
연결하도록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 연계는
뉴욕주 노동 인구 투자를 활용하고 고용주가 교실과 온라인에서 선발한
추가 지원 인력을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확대할 것입니다.
신규 인력 개발국(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 창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십 개가 존재하나, 주정부의 노동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분열된 과정을 통합해야만
합니다. 인력 개발국(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은 신규 CF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주정부의 모든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 인력 개발국장이 이끄는 인력
개발국은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뉴욕주 및 개별 지역 경제
개발 목표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국장은 뉴욕주 노동력 투자 위원회(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 10 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는 전략 실행
평가 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 및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Regional Community College Councils)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상향식 지역 경제 개발 전략 지속
Cuomo 주지사는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적 안정과 이동성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중산층을 강화 시키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경제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상향식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

제 8 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에 7 억 5,000 만 달러 투자: Cuomo 주지사는 2011 년에 해당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고등교육, 산업계, 정부 지도자를 함께
하나로 모으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통해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을
단행하기 위해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경합을 마련했습니다. 주정부는
프로젝트 6,300 개 이상에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220,000 개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를 통해 54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주지사는 제 8 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7 억 5,000 만 달러를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우선 과제 프로젝트에 계속 재정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제 3 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출범:
지역사회가 목표로 하는 활성화 전략을 선택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뉴욕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주지사의 입증된 실적을 토대로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미 성공한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추가로 1 억 달러를 지원하여 각
지역별 지원금으로 최고 1,000 만 달러씩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운타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을 해당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21 세기 인프라 구축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 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야심에 찬 토목
프로그램인 1,000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세기의
도로와 교량 복구 및 공항 재건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대담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뉴욕에 합당한 세계적 수준의 대중 교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2) 자비츠 컨벤션
센터(Javits Convention Center) 120 만 평방 피트 확장, (3) 50 년만에 새로 건설되는
뉴욕시 최초의 주요 교량인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4)
나이아가라 폴스, 로체스터, 스키넥터디의 새로운 기차역, (5)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의 66 억 달러 규모 전환 프로젝트, (6) 뉴욕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21
세기로 현대화시키는 기록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자본 계획.
•

모든 이를 위한 브로드밴드: 제 3 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보조: 2015 년에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장 크고
야심에 찬 주정부 광대역 프로젝트 투자인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출범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230 만 가구의 광대역 접속이
가능해졌으며 뉴욕 주민 98 퍼센트를 위해 광대역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12 만 곳의 지역을 추가로 연결하여 소외된 채로 남아있는 2
퍼센트의 뉴욕 주민들에게 광대역을 보급하기 위해 제 3 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3 차 프로그램의 경우, 뉴욕주 기금 2 억 2,500 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투자액이 3 억 6,000 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 3 차
프로그램을 통해, 주지사는 뉴욕이 10 억 달러를 투자하여 99.9 퍼센트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으며 1 퍼센트의 주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초당 100 메가 비트
이상의 서비스에 접속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전체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와 항만청(Port
Authority) 횡단시설로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시스템 확대: 통행료를 내기 위해 멈추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이 기술을
통해 주행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촉진하며 교통 정체 시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통행료 징수소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산하 교량과
터널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 년에 완료되었고, 주지사는
또한 같은 해에 스루웨이(Thruway)의 해리면 및 그랜드 아일랜드 통행료
징수 시설(Harriman and Grand Island toll facilities)에까지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스루웨이(Thruway)를 따라 모든 통행료 징수소에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기술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PANYNJ)이 운영하는 모든 교량과 터널을 대상으로 하여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시스템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에 촉구했습니다. 완료될 경우, 교통 혼잡이
줄어들어 뉴욕시에서 버펄로에 이르는 스루웨이(Thruway) 이용자는 주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및 시공 일괄 건설
프로젝트(Design-Build construction)를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공사
일정을 단축하게 됩니다. 스루웨이(Thruway)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cashless tolling) 시스템은 2020 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대중 교통, 새로운 도로 및 교량에 투자: 2018 년에 뉴욕주는
뉴욕주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 117 억 달러를 투자하여 획기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도로 2,000 마일을 포장하고 교량 500
개를 수리 또는 개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도로 170 마일을 추가로 연장하고 교량
25 개를 수리 또는 복구하며 2018 년에 새로운 교량인 거버너 마리오 엠
쿠오모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를 완공할 것입니다.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재개발 및 개명 주지사가
항만청(Port Authority)에 3 억 4,000 만 달러의 승인을 요청한 이 투자는
미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연방검색장(federal inspection station, FIS) 영구 건물 공사를 후원함으로써
미드 허드슨 밸리 전역의 세계적 명소와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새로운 연방검색장(FIS)을 통해 공항에서는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을 모두 처리하는 동시에, 모든 여행객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

•

•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공항의 브랜드 명칭을 스튜어트필드 뉴욕
국제공항(New York International at Stewart Field)으로 변경합니다.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에 새로운 메트로 노스 역(Metro
North Station) 건설: 방문객에게 운전의 대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철도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은 1 년에 약 1,300 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우리버리 커먼(Woodbury Common)에서 32 번 도로(Route
32) 선형 교통로의 전환 속도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주도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이미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에 새로운 메트로 노스 역(Metro North
Station)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관계의 잠재력에 대한 검토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 연결되는 기차 및 비행기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어트레인(AirTrain) 구축: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은 철도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동부 해안의
주요 공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퀸즈의 라구아디아(LaGuardia)와 윌렛츠 포인트(Willets Point) 사이의
에어트레인(AirTrain) 연결의 개발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지하철 7
번선(number 7 subway line)과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양쪽 모두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롱아일랜드 전 지역에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통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2019 년에 착공할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레드 훅 (Red Hook) 활성화 조치 시행: 레드 훅, 브루클린, 그 주변
지역사회 등이 가능성과 기회의 중심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레드 훅에서 사우스 브루클린으로 활동을 이전하여 해상
운영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할 것을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 맨해튼 지하에서 수중 터널을 통해 레드
훅(Red Hook) 신규 역까지 지하철 서비스를 잠정 확장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레드 훅(Red Hook) 지역 및 주변 지역사회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연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합 및 개선된 해상 활동을
현대화하고 잠재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조사가 완료되면, 선출된 대표자와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가
중점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계획 프로세스로 해양적인 수요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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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지가 필요하지 않은 항만청(Port Authority)에게 적합한 재개발
대안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상거래 개선을 위해 센트럴 뉴욕 내륙 항구 건설: Cuomo 주지사가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단행한 역사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뉴욕은 드윗
타운에 트럭이 아닌 철도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내륙 항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금으로 건설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센트럴 뉴욕의 수출입 사업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내륙 항구의 역할로 (1) 뉴욕
뉴저지 항(Port of New York and New Jersey) 및 센트럴 뉴욕 지역
사이에서 컨테이너 당 500 달러 정도의 컨테이너 화물 운송 비용이
줄어들고, (2) 화물 관련 일자리가 생기고 유지되며, (3) 차량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4)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및 81 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81)에서 대형 트럭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확대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통해
81 번 주간고속도로(I-81) 공사 진행: Cuomo 주지사는 81 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81, I-81) 고가교 활성화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노후화된 교통 동맥에 대한 모든 선택 사항과 대안을 주의 깊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17 년에 주지사는 터널 및 81 번
주간고속도로(I-81)의 선형 교통로에 대한 암울한 고속도로 대안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을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지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터널이 가장 비싼
선택이지만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에서 연구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추가 검토 및 연구를 위해 현재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IS)에
터널의 대안을 추가하도록 교통부(DOT)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가 교량
교체, 지역사회 그리드, 터널 대안 등의 세 가지 실행 가능한 대안과 각각에
대해 수행될 상세한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연구에 대한 의견을 공공
및 자문 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롱아일랜드 터널 제안(Long Island Tunnel Proposal) 추진:
2015 년에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또는 코네티컷을
연결하는 터널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500 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지시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혼잡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Long Island Expressway)에서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인 이러한 터널을 뉴욕주에서 계속
추구하도록 교통부(DOT)에 지시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일자리 증진
뉴욕주는 활력이 넘치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 산업의 일자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 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청정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4 년에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복원력을 갖춘 저렴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본틀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을 시작했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2030 년까지 뉴욕 전기 공급량의 50 퍼센트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민간 부문 투자, 청정 에너지 연료 시장을 활용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10 개년 5 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의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향후 10 년간 390 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뉴욕 주민들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2025 년까지 1,500 메가 와트의 전례가 없는 에너지 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억 달러를 투자하여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전력의 송전 확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을 통해 뉴욕이 소모하는 전력의 더 많은 부분이 생산됨에
따라, 뉴욕은 또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바람 및 태양과 같이 청정한 자원의
간헐적인 중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와
뉴욕의 기후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2025 년까지
모든 주에서 1 인당 최대 약정 용량인 1,500 메가 와트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설치하며 이 업계에서 3 만 명의 뉴욕 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유틸리티 조달, 유틸리티 요금 및 에너지 도매 시장의 규제
변화를 촉진하고,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 기준에 따라 저장 시설을
통합하며, 규제 장벽을 줄이는 작업들을 통해 저장 시절 프로젝트의 경로를
만들도록 2018 년에 함께 협력할 것을 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에너지 저장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도록 저장 관련 투자를 위해 뉴욕
그린 뱅크(NY Green Bank)가 최소한 2 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는 또한 에너지 저장 시설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시범 저장소와 활동을 위해 최소한 6,000 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제안 요청: 미국을 선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시장으로
뉴욕을 자리매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비용을 줄이며 이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018 년과 2019 년
사이에 요청하게 되는 2 건의 청원을 통해 40 만 가구의 뉴욕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800 메가 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의 조달을 주정부에 요청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설계, 관련
인프라 등을 포함한 이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청정 에너지 인력 개발 및 인프라 개발 촉진에 1,500 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및 공급망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또한
가장 유망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해상풍력 발전 시설 항만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및
기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공동 기금(New York Common Fund)의 화석 연료 투자 중지:
뉴욕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요 조치를 취해 왔지만 뉴욕 공동 기금(New York Common
Fund)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중요한 화석 연료 투자를 중단하고 현저하게 화석 연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새로운 모든 투자를 중단할 것을 이 기금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공동 기금(Common Fund)을 위한
자원으로써 금융, 경제, 과학, 사업 및 노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청정 기술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기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기 위한 탈탄소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 감사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공무원 퇴직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경제를 발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청정 에너지 촉진 사업에 직접 투자하도록 촉구합니다.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해진 뉴욕: 복지 어젠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수용하며 뉴욕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5 명의 뉴욕 주민 중 약 1 명을 등록시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를 재설계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변모시켰습니다. 올해 뉴욕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주요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

오피오이드 확산 전환: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수용 능력,
강력한 지원 서비스,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는 데 불필요한 장벽 제거, 대중
인식, 교육 활동 면에서 주목할만한 개선을 통해 뉴욕은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중독의 위기에 처한 오피오이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들이 아직도 중독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영구화되는 이
확산에 대해 제약 회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오피오이드 처방전에 의한 중독에 대해 보호를

•

강화한다. (2) 중독 치료 및 회복 서비스에 대한 보험 혜택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및 정책 개혁의 시행을 주정부 기관들에게
지시한다. (4) 뉴욕주 공중 보건법(New York State Public Health Law)의
규제 약물 목록(controlled substance schedules)의 목록 I 에 11 가지
펜타닐 유사 약물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납 테스트 집행: 납의 노출을 제한하는 일은 뉴욕주 전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주택 관련 기관과 모든 민간 임대인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기타 주정부 협력기관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납 페인트를 줄이고 세입자들에게 위험을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의
받아들일 수 없는 폭로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 녹지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천연자원의 본거지입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공공 녹지 공간을 보호하면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
공약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 완공: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를
따라 500 에이커가 넘는 4.5 마일 거리를 가로 지르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는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다음으로 이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입힌 손상 후에 진행된 26 번 피어(Pier 26),
57 번 피어(Pier 57), 주요 인프라 수리 공사 등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여전히 77 퍼센트만
완료되었으며 공원 완공을 목표로 한 원래의 2005 년의 마감 기한은 오래
전에 지나버렸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과거에 주지사로 재임한
주지사의 아버지가 공약했던 미국을 선도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공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단계적이고
일치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뉴욕시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하구 관리 계획(Estuary Management Plan)이 완료되도록 보장하고 해양
보호 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물 보호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현재와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깨끗한 물을
보장하도록 뉴욕의 깨끗한 식수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식수 수질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질신속대응팀(Water Quality Rapid Response Team)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 지역의 식수 인프라와 수질
보호에 25 억 달러를 투자하는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4 억 달러 규모의 2015 년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을 제정했고,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기록적인 3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으며, 식수 및 청정 수역 뉴욕주
회전 기금(Drinking Water and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에 110 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

•

그루먼이 오염시킨 지하수 기둥(Grumman Plume)의 신속한 봉쇄 및 처리
작업: 나소 카운티에서,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미 해군 및 노스롭 그루먼
에로우스페이스 베스페이지 시설(U.S. Navy and Northrop Grumman
Aerospace Bethpage facilities)의 산업 관행으로 인해 1930 년대 이후 주변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힌 대규모의 오염된 지하수 기둥(plume)의 형태로
오염의 유산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오염 물질로 인해 더 많은 우물의 식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오염된 지하수 기둥(plume)의 확산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정화 조건들을 평가하도록 엔지니어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정부는 오염된 지하수 기둥(plume)을 완전히 봉쇄하여 처리하고
롱아일랜드 식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최첨단 우물 시스템의
건설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U.S. Navy)과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봉쇄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정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환경보호청(EPA)
고소: Cuomo 주지사는 Schneiderman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환경보호청이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의 폴리 염화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정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해결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와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의 폴리 염화 비페닐(PCB) 복구 작업을
완벽하게 인증하고 있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결론은 옹호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환경보호청(EPA)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Cuomo 주지사는 강과 주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

•

뉴욕은 또한 어퍼 허드슨 리버(Upper Hudson River)에서 수백만 톤의
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고 제거하도록 이끄는, 지난
행정부에서 서명한 2002 년 결정 기록(2002 Record of Decision, ROD)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수역의 해로운 조류 번식 공격: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뉴욕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로운 조류 번식의 증가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해로운
조류 번식(Harmful Algal Blooms, HAB)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12 곳의 호수에 초점을 맞추어 업스테이트 뉴욕의
해조류 번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500 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 요구: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로부터 시커먼 물이
눈에 띄게 방출된 후, Cuomo 지사는 나이아가라 폴스 수도국(Niagara Falls
Water Board, NFWB)의 책임을 묻고 이 상징적인 관광 명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지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facility)의 문제가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에서 종합적인
인프라 및 운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제 1 단계 폐수 시스템 정비를
시작하기 위해 2,0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또한 나이아가라 폴스 수도국(Niagara Falls Water Board, NFWB)과의
새로운 동의 명령(consent order)에 따라 필요한 발전소의 배출 및 처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엔지니어링 연구 2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5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조치 주도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부터
2030 년까지 40 퍼센트, 2050 년까지 80 퍼센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책임을 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7 년
6 월 Cuomo 주지사는 미국 전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파트너들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목표를 계속 충족시키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미국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를
구성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 대책을 주도할 책임을 포기한 반면, 뉴욕주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

•

극심하게 오염되고 수요가 높은 “피크 타임용(Peaker)” 발전소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탄소 배출량 감축: 2013 년에 Cuomo 주지사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량의 상한을
2020 년까지 50 퍼센트 줄이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주들을 선도했습니다. 2017 년 8 월에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다른 주들은 2030 년까지 탄소 배출량 상한의
30 퍼센트 감축을 요구한 Cuomo 주지사의 2017 년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2020 년까지
뉴욕주의 발전소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2018 년에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야심에 찬 기후
오염 감축을 유지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GHG)
시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다른 주들과 잠재적인 신규 파트너인
버지니아주 및 뉴저지주 등과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또한 2017 년
8 월에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이행하는 주들이 발표한 30
퍼센트 상한 감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수립을 2018 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함께 그룹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통틀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의 전력량 한계점인 25 메가 와트를 초과하는 피크 타임용
발전 시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올해,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피크 타임용 발전소(peaking units)에서 나오는 스모그 생성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인 개혁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 년까지 뉴욕주의 발전소들에서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를 주제로, 연방 정부가 해체한 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재소집: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탈퇴를 발표한
후,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계획하면서 주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에 권고안을 제공하는 주요
과학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인 지속 가능한 국가 기후 평가를 위한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for the Sustained 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해산함으로써 또 다른 잘못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Cuomo 주지사는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재결성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정치적
간섭없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

•

악천후에 직면하여 지역사회의 복원성 강화를 위한 복원력을 갖춘
뉴욕(Resilient NY) 프로그램 출범: 뉴욕주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악천후
후에, Cuomo 주지사는 악천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개선 될 수 있도록 대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악천후에 적응하고
대비하기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계획은
복원성에 대한 지침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지역 복원성 계획에 대해 주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깨끗한 교통 프로젝트(Clean Transportation Projects)에 폴크스바겐
합의금 약 1 억 3,000 만 달러 투자: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깨끗한 공기법(Clean Air Act) 위반에 대한
합의금 중 뉴욕에서 사용할 수 있는 1 억 2,770 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타 주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분야는 저탄소 운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
가스가 없는 전기 자동차로 디젤 차량을 우선 대체하게 됩니다. 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앞으로 3 년 동안 모든
폴크스바겐(Volkswagen) 합의금을 투자하기 위한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전진하는 민주주의 어젠다

우리 선거의 신성함 보호
2016 년 선거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는 정치 광고를 게재하고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실리는 정치 광고는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
실리는 광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행위 주체가 우리의 정치 절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주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해 Cuomo 주지사는 온라인 정치 광고를 확실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

디지털 정치 광고의 투명성 증진: 뉴욕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나누어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료 인터넷 및 디지털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정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뉴욕주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이 제안은 유료 인터넷 광고 및 디지털 광고를
포함하도록 “정치적인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의 정의를

•

•

•

•

•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지불한(paid for by)” 유료 광고와
같은 선거 관련 광고의 경우 모든 광고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플랫폼 게시를 위해 사람이나 그룹이 구매한 모든 정치 광고의 공용 파일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요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선거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개인 또는 그룹이 구매한 모든 정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공공 파일을 디지털 플랫폼에 보관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파일에는 광고의 디지털 사본, 광고의 표적이 되는 청중에
대한 설명, 생성된 조회 수, 게시 날짜 및 시간, 청구된 요금, 구매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담깁니다. 이 기록 보관은 정치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시청가능하도록 하며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팩트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의 개인 및 단체가 정치
광고를 구매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요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유료 인터넷 또는 디지털 광고가 정치적 의사
소통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뉴욕주 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외국 기업이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광고 수단을 통해 뉴욕주 선거와
관련된 정치 광고를 은밀하게 구매 및 배포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디지털 광고 구매자는 텔레비전에서 광고 시간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독립 지출 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
committee)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들은 독립 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광고를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전 투표 도입: 현재 뉴욕은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고 부재자 투표 시
사유가 필요한 주 13 곳 중 한 곳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Election Day)까지 12 일 동안 주민들에게 적어도 1 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모든 카운티에
요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내의 사전투표 실시를 제안합니다.
카운티는 반드시 주민 5 만 명당 투표소 1 곳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평일에 최소 8 시간, 주말에는 5 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Automatic Voter Registration) 절차 채택: 유권자 등록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유관 기관의 투표자 정보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에 자동으로
보냄으로써 주정부 서비스를 능률화하여 자동 투표자 등록 절차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뉴욕주는 현재 선거일(Election Day)에는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부담이
되는 등록 마감 기한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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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이 선거 당일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선거 사이버 보안 복원성 강화 및 선거 교란 행위 방어:
올해 주지사는 뉴욕주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 지원 센터(Election Support Center) 설립 이 센터는 (i) 선거에 관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전문가 및
교관을 제공하고, (ii)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 위원들을 교육시키며, (iii)
관련 위협 정보를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배포할 것입니다.
선거 사이버 보안 지원 툴키트(Elections Cyber Security Support
Toolkit) 개발 및 배포: 이 툴키트에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협 진정 도구(threat mitigation tools)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기록되고 모니터링 되도록 하며 모든 불일치를 적시에 식별,
조사, 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로그인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 및 변경 감지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투명성 증진 및 지속적인 윤리 개혁
취임 첫날부터, Cuomo 주지사는 종합적인 윤리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지는 주정부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1 년에 제정된 공공 청렴성 개혁법(Public Integrity Reform Act)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지사의 끊임없는 노력은 중요한 선거, 로비, 집행 개혁 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2016 년 주의회와의 역사적인 합의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윤리 및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으로 우리의 정치 과정과 그 측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되풀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뉴욕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가져야 할 신뢰와 자신감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인정할 것입니다.
•

외부 소득을 제한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추진: 의회의 파트 타임 구조는 다양한 배경과 대중에게 봉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주 의원들의 잠재적인 이해 관계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민간 사업 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 의원의 외부 소득을 기본급의 15 퍼센트로 제한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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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15 퍼센트 한도는 연방 정부가
연방 의회 의원의 외부 소득에 부과하는 한도와 동일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현재의 임기 제한의
경우, 2 년마다 주 의회 의원들은 재선거를 치르도록 요구받지만, 재임할 수
있는 임기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지사는 주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위해 4 년 간의 주 의원 임기를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된 주 헌법 개정안은 또한 신입 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8 년으로 제한하며 뉴욕주 전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임기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부 소득을 모색하고 있는 주 의회 의원들에 대해 외부 소득을 벌기 전에
자문 의견을 얻도록 요구: 현재 주 의원들은 그 외부 수입에 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이해 관계의 충돌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민간 사업체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모든 주 의원들이 외부 소득을 얻기 전에 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문 의견을 구해야한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득 및 이해 관계의 충돌에 관한 심의 및 논의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의 피지명자가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부 활동의 보상을 사안별로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우리의 선출된 대표들을 인도해 주며, 이해
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선출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LC Loophole) 금지: 부자들편에
서지 않고 공개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 법은
기업과 개인이 뉴욕주 후보에게 직접 기부할 수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법이 해석되는 별난 방식으로 인해 부유한 개인 및
회사는 뉴욕주의 선거자금 기부 한도를 피하기 위해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자금법의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은 특별 이익이 기부 한도와 공시 요구 사항을 피해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지사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LC Loophole)을 막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절차 속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뉴욕 주민 모두의 목소리가
똑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재산 공개 요건 적용: 주지사는 모든 카운티
행정책임자, 카운티 매니저, 카운티 감독위원회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위원장 뿐만 아니라 정부 급여로 연간 5 만 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공공 윤리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또는 뉴욕주에서 승인한 유사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공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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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뉴욕주 공무원들처럼
그들의 재산 공개 진술서에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중에게 정부 서비스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중을 확신시키는 데 햇빛은 오래 비추어져야 합니다.
공공 자금 조달 및 추가적인 선거 자금 개혁 법안 제정: 매일 일반 뉴욕
주민들은 우리의 정치 체제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후보자는 적은 금액보다 큰 액수의
기부금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액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치적 선거운동을 위한 공공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소액 기부금과
공적 자금을 조화시키는 자발적인 공공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주 법은 개인 및 기업의 “가계비
(housekeeping)” 계정에 무제한의 기부금의 허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비 선거 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대신에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 (bundler)”라고 하는
선거 운동의 중개인이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단일
선거 운동에 개인 기부금을 모아 큰 액수의 한 묶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아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가계비(housekeeping)” 계정에
25,000 달러의 기부금 한도를 책정하고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bundler)”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정보공개법(FOIL)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통해 증진된 투명성 촉진:
뉴욕주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 FOIL)은 정부 기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주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투명성을 개선하고 특정 기록에 대한 사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주정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법(FOIL)의
종합적인 개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지사는 그러므로 정보공개법(FOIL)이 주 의회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살리고
주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FOIL)과 뉴욕주의
공개 회의법(state’s Open Meetings Law)을 의회 윤리위원회(Legislative
Ethics Commission) 뿐만 아니라 JCOPE 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 정부 감사실장의 권한 확대: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이익을 위해 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가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및 재단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감찰관 관할권(Inspector General's jurisdiction)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찰관은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해 관계의 충돌 또는 각
대학교 및 그 계열사 내의 남용 등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며, 기소를 위해
이들 법인 내의 잠재적인 범죄 증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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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과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모든 뉴욕주 관련 조달 및 재무 통제 정책의 시행 및
집행을 포함하여 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감찰관은 각 대학의 모든 비영리 계열사들의 정책 및 토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조달 업무 개혁안 제정: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
충돌 및 불법 행위는 현재의 조달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매년 수백억 달러가 초과되는, 뉴욕주 및
지역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상당한 금액의 달러로 인해 더욱 높아집니다.
주지사는 그러므로 뉴욕주 전 지역의 조달 관행의 청렴성과 통일성을
감독하며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뉴욕주 조달
직원들이 준비되어 배치되도록 보장하는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 직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는 모범 관행을
수립하며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구현할 의도로 모든 뉴욕주 기관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한 현재 조달 관행을 종합적으로 진두 지휘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계약 제안에 대한 입찰, 견적 또는 응답을
제출하는 개인, 조직 또는 사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육개월 동안
결정을 보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 부서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관행 하에서 뉴욕주 감사원장실 (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 법무장관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일반서비스국
(Office of General Services) 등은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하거나 뉴욕주와
복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계약 관계의 벤더 및/또는 수령자에 대한
지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지불 및 감사를 추적하는 단일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상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최고 조달
책임자(Chief Procurement Officer) 및 정보 기술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과 함께 대중이 뉴욕주의 계약 및 감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에 협력하고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이들 기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하고 안전한 뉴욕 건설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뉴욕 주민들은 악천후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여,
우리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경계선 너머로 뉴욕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뉴욕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싸운 주지사의 유산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프로그램 수립: Cuomo 주지사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처하여 뉴욕 주민의 안전을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5 년에 주지사는 뉴욕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주로 만들기 위해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이 단체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어떻게 보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매년 600 개 이상의 사업체를 테스트할 것을 주정부
대테러실(State Office of Counter Terrorism)에 지시했습니다.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이 위협에 대응하여, 주지사는 주정부의 안보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근 유명한 대테러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뉴욕주가 테러로 인한
현대적인 위협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및 그랜드 센트럴 역(Grand Central Station)의 대중교통 허브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기차, 버스, 공항 등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Cuomo 주지사는 테러리스트의
능력을 제한하고 뉴욕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다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안보를
향상시키고 테러 방지 정책, 절차, 전술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뉴욕주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o 차량 렌탈 규정 확대: Cuomo 주지사는 차량의 총 중량이 10,000
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빌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 키를
얻기 위해 유효한 운전 면허증과 추가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빌리려고
시도하는 개인이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보장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빌리는 이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테러 신고 팁 라인(Terrorism Tip Line) 개시: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을 시작으로, 테러 위협과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는 데 전용으로 사용될 사상 최초의 숫자 세 자리 팁 라인을
최초로 만들기 위해 뉴욕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숫자 세 자리 라인은 뉴욕
주민들이 잠재적인 테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더 쉽게 떠올려서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긴급상황 대처자가 뉴욕주에 있는 모든 학교의 설계 도면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 개발: Cuomo
주지사는 총기 폭력과 테러 행위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앞장서서 지고 있습니다. 2012 년 샌디 훅 초등학교(Sandy

Hook Elementary School)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총기 입법안을 지지했으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지사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 비
공립 학교, 탁아소, 문화 센터 등과 관련된 인프라의 중요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500 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지사는 경찰의 안전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에 1,00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여전히 집단 폭력과 총격 사건의 위협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정부는 실시간
“블루 팀(blue team)” GPS 추적과 모든 대응 요원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school safety response
system)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뉴욕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지도화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상황 대처자는
자신이 가야하는 장소, 위협이 존재할지 모르는 장소, 희생자가 숨어
있는 장소 등으로 보다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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