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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어젠다 발표: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10번쨰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주지사는 미국의 진보적인

원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대담한 어젠다 추진 발표
주지사의 어젠다는 지속적으로 21세기 인프라에 투자하는 한편 재정적 책무를 이어가,
중산층 대상 및 중소기업세 삭감,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 기회 제공, 뉴욕의 친환경 경제
성장 및 동등한 권리 보호 증진 추진
제안에는 국내 테러법(Domestic Terrorism Law), '대자원 복원' 채권법('Restore
Mother Nature' Bond Act), 대마초 합법화, 엑셀시어(Excelsior) 무료 대학 학비 확대,
유급 병가 실시 및 아동 빈곤 퇴치, 뉴욕주 내 100 퍼센트 휴대 전화 서비스 지원 달성,
공연 경제 노동자 보호, 퇴역군인 노숙자 및 자살 문제 해결, '낫띵 투 하이드(Nothing to
Hide)' 세금 공제 공개, 엠파이어 스테이션 컴플렉스(Empire Station Complex), 이리
운하(Erie Canal) 재개발 등 포함
2020년 시정 방침 목록(2020 State of the State Book)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2020년 주지사의 어젠다인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에는
혐오 범죄 증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내 테러법 제정,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환경 채권법, 대마초 합법화를 비롯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컴플렉스(Empire
Station Complex) 신규 건설과 이리 운하(Erie Canal) 재개발 등 뉴욕와 미국이 직면한
중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어젠다에는
무료 대학 수업료 확대, 공연 경제 근로자 보호, 중산층 뉴욕 주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유급 병가 및 세금 감면 등 중산층 가정을 지원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라는 한 척의 배는 지난 수십 년의 어떤
때보다 강력하지만,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난폭합니다.
불안, 불의, 좌절의 파도가 분노와 분열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며 정치 및 사회적으로
거대한 폭풍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비로소 뉴욕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힘겹게 분투하는 나라를 위해 본보기를 보이도록 요구받는 때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진보 수도이며, 우리는 올해 다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
최고의 진보적인 주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성취했으며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맞선 도전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뉴욕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전국적인 대응을 제안하고,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젠다를 통해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어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주 정부는 불가능한 일을 반복해서 달성해냈으며, 우리는
올해 다시 한 번 해낼 것입니다."
2020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주요 내용
혐오 범죄 및 반테러법(Hate Crime Anti-Terrorism Act) 통과: 뉴욕에서 반유대주의와
다른 차별적 공격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혐오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폭력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국내 테러법을 제안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A-1급 중범죄를 신설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의 학교가 시민적 가치와 뉴욕주의
풍부한 다양성 및 종교적 자유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Battery Park City Authority)은 홀로코스트 유태인 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on the Holocaust)을 주 전역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Restore Mother Nature)' 채권법: 극단적인 기후라는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대응책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 복원에 대한 투자는 뉴욕의
지속적인 경제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서식지 복원과 홍수 감소를
위한 대자연 복원(Restore Mother Nature)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으로, 30억 달러의 환경 채권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뉴욕 주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실시: 뉴욕 저임금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뉴욕주 내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일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직원이 5명에서 99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연간 5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연간 최소 7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매년 5일간의 무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이러한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Cuomo 주지사는 대마초를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의료 목적의 성인 대상 대마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대마초 규제에 특화된
기관인 대마초 관리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을 신설합니다. 이 제안은
사회적 평등 면허 취득 기회를 관리하고, 평등하게 성인 대상 시장 구조를 구축하며,
자본, 기술 지원 및 주식 기업가의 인큐베이션을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과거 금지에 의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처우를

교정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마초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모든 대마초 제품의 포장, 라벨, 광고 및 테스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접한 주인
코네티컷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기타 전문가 파트너와 함께 최초로 세계 대마 과학 연구
교육센터(Global Cannabis and Hemp Center for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세율 인하: 뉴욕주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세율을 6.5 퍼센트에서 4 퍼센트로 낮추고,
농민과 단독 소유주에 대한 현재 소득 공제를 세 배로 늘리며, 농민에게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실시하고, 추정 세금 미납에 대한 에스(S) 기업의 벌금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감면안을 제안합니다.
중산층 감세 정책 지속: Cuomo 주지사는 이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2020년은 2016년 중산층 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3년차로, 소득 계층이 40,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85
퍼센트에서 6.09 퍼센트로, 소득 계층이 150,000 달러에서 300,0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1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감세로 올해 뉴욕 주민들을 18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득 계층이 26,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인 납세자는 세율이 5.5 퍼센트까지, 150,000 달러에서 300,000인
납세자의 세율은 6 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최대 20 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연 경제 근로자 보호: 올해 인력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공연 경제"와 관련된 직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떠오르는 경제 부문은 흥미로운 소비자 혁신을 촉진했습니다만, 법이
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 경제 노동자의 대부분은 뉴욕이 보장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노동자 보호 및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최고의 직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직원 보호 및 필수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년 빈곤 퇴치: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차일드(Empire Child) 세금 공제의 대규모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아동이 4-16세일 경우에만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이
필수적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제안은 불공정한 구분을 없애고 0-3세 사이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인 가족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노동자 가정 약 400,000 가구에 가족 당 평균 400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172,500 가구가 이러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225,500 가구에 대해 이 혜택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확대를 위한 블루 리본 태스크 포스(Blue Ribbon Task Force) 인선:
Cuomo 주지사는 전기자동차(eletronic vehicle, EV) 태스크 포스를 소집합니다. 해당
태스크 포스는 리튬 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2019년 노벨 화학상(Nobel Laureate in
Chemistry)을 수상한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의 M. Stanley Whittingham
박사가 지휘하고,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가 공동 의장으로 함께 하여 연구 개발 기회를
파악하고 뉴욕주 전역의 교통 혁신 경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뉴욕 전역에서 모바일 서비스 보장: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에서 완벽한 모바일
서비스 권역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인프라에서 차세대 소세포 기술의 허용 표준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규제 개선을 지원하여 서비스 미지원 지역이 지역에서
민간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료 대학 등록금을 중산층 가족까지 확대: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혁신적인 기회를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엑셀시어(Excelsior)
자격 기준치를 뉴욕 가족 총 소득 125,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뉴욕 거주자의 약 58 퍼센트인
230,000 명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 및 경찰관 자살 및 노숙 문제 해결: 주지사는 1백만 달러를 투자해 퇴역 군인,
경찰관 및 응급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및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전략을 확대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정신 질환의 오명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의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는 연례 자살 방지
컨퍼런스(Suicide Prevention Conference)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여 이러한 특수 인력을 위한 자살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HHAP)을 통해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비상 대응 역량 확대 및 현대화: 뉴욕 카운티의 60 퍼센트 이상이 지난 10년간 두 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정부 운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우리의 용감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있는 적절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 능력을 늘리고 개선할 계획을 제안할 것입니다.

주정부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 문구를 추가: 우리의 국부들은 단결의
개념이 미국의 미래의 열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78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첫 번째
인장에, 그들은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세 가지 간단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주정부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뉴욕주는 단결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추악한 시대에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세금 공제액 공개 의무화: Cuomo 주지사는 우리 정부를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낫띵 투 하이드(Nothing to Hide)" 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법은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컴트롤러, 모든 주정부 커미셔너, 모든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서를 공개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선출직 공무원 중
연간 소득이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뉴욕 법원 시스템 간소화 및 간편화: 2016년 Janet DiFiore 수석 판사가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에 취임한 이래, 뉴욕의 복잡하고 복잡한
법원 시스템을 철저히 개혁했으며, 최근 DiFiore 수석 판사는 더욱 야심찬 일련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DiFiore 수석 판사 및 입법부와 협력하여 수석 판사가
제안한 효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션 컴플렉스(Empire Station Complex) 건설: Cuomo 주지사는 철도
역량 강화를 위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남쪽의 한 블록 전체를 재개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확장에 따라, 기존 21개 트랙에 최소 8개의 새로운 트랙을 추가하여
전체 트랙 용량이 거의 40 퍼센트 늘어나고, 승객 터미널 가용량이 크게 증가하며,
넓어진 보도와 눈에 띄는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개발 기회를 가져와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극장(Madison Square Garden Theater)을
매입하여 기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 8번가 출입구를 신규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기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및 펜실베이니아(Penn)의 남쪽 블록을 상호 연결된
엠파이어 스테이션 컴플렉스(Empire Station Complex)로 통합합니다.
이리 운하의 재개발: Cuomo 주지사는 운하 재개발 태스크 포스(Reimagine the Canal
Task Force)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에 1월 이사회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3억 달러의 투자를 승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따라 지역사회에 투자한 1억 달러의 경제 개발 기금과 스키넥터디
지역의 아이스 잼 및 관련 홍수 예방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6,500만 달러의 투자 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1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은 재개발 태스크 포스(Remagine

Task Force)가 권장하는 연구와 홍수 완화, 침입종 예방 및 생태계 회복과 관련된
해결책에 할당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일회용품 및 스티로폼 제품 포장 금지: 작년 시행된 비닐봉지 법의 진전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며 일회용 식품 용기 및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친환경 경제 성장
뉴욕에서 전기 자동차 산업 확대: Cuomo 주지사는 다각도의 전기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주거 및 상업 건물의 배출량 감축 계획 및 주요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

•

업스테이트 교통 시스템에 전기 도입: Cuomo 주지사는 현재 1,400개의
대중 교통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업스테이트 및 교외 교통 관리청
다섯 곳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운영 중인 버스의 25 퍼센트, 2035년까지
100 퍼센트 전기화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강력한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전기 자동차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뉴욕 주민들은 충분한 공공 고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들이 충전소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 및 민간 기업체와 협력하여 2022년 말까지
모든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서 10개 이상의 고속 충전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말까지 뉴욕주 스루웨이에 위치한 모든 휴게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최소 총 800개의 새로운 충전기가 향후 5년간 주 전역에
설치됩니다.

전기 자동차 부문 제조업체 및 기타 연관 기업체 유치를 위해 그린
뱅크(Green Bank)에 1억 달러 자금 투자: 뉴욕 그린 뱅크(NY Green
Bank)는 청정 운송 기업이 뉴욕에서 기업을 설립할 장소를 찾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택 및 기업 개조: 2020년 뉴욕주는 건물의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를 실시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은 3,000만 달러의 엠파이어 빌딩 개조 챌린지(Empire
Building Retrofit Challenge)를 시작하여 뉴욕주 전역의 주요 상업 및 다가구 건물에
확대 가능하고 복제 가능한 해결책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챌린지(Challenge)는

부동산 소유자, 개발자, 장비 제조업체 및 에너지 효율 제공업체로부터 상업용 및 다가구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을
시연하며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미국 연안 해상 풍력 산업의 중심지로서 뉴욕의 입지 강화: 2020년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은 연안 해상 풍력 시설에 대한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소 1,000 메가와트의 청정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항구 인프라 개선에 2억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레이크 조지(Lake George) 수질 보호: 뉴욕주는 레이크 조지(Lake George) 폐수 처리
시설에 94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레이크 조지(Lake George)의 수질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 위해 뉴욕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열, 해풍 및 저장 용량 1,000 메가와트 이상 확대: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걸쳐 총 1,000 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재생 에너지 저장 용량 및 40 메가와트 규모의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갖추기
위해 21 개의 대규모 태양열, 풍력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에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000 개의 단기 및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간 350,000 가구 이상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충분한 재생 전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전력청(NYPA)은 주정부 기관 및 기구, 고객과 협력하여
주정부의 적극적인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자원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계약할 것입니다.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력망 준비: 뉴욕주는 기존 전력량을 우선으로
하여, 추가적인 전기 용량이 필요한 지역에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전송 용량을 승인하고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배터리 저장 기술과 같이 시스템의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례 없는 경제 성장 지속

모든 지역에서 경제 개발 및 중소기업에 투자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10차
라운드에 투자: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장기적인 지역 전략 경제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10 곳의 지역에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를 설립했습니다.
그로부터 뉴욕주는 프로젝트 8,300개 이상에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240,000개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를 통해 69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주지사는
제10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공모전을 실시하여 이러한 지역 경제 발전에 계속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5라운드에 투자: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다운타운 지역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가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의 변화 가능성에 근거한 주정부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 10 곳에 의해 후보지로 지명됩니다. 네 차례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지로 선정된 각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주요 촉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운타운 활성와
계획(DRI) 5차 라운드를 통해 1억 달러를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트 기술 경제 성장: Cuomo 주지사는 성장하는 업스테이트 기술 경제를 계속
육성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로체스터 시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세 개의 첨단 기술 기업
확장을 지원하여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무인 항공기 산업의 중심지로서 모호크 밸리와 센트럴 뉴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혁신적인 기업의 성공적인 인큐베이터인 다운타운
시러큐스의 테크 가든(Tech Garden)을 확장하여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인증 프로세스 간소화 및 주 전체 통합 애플리케이션 포털 출범: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소수자 및 여성
기업 개발부(Division of Minority and Women's Business Development)에 뉴욕주 통합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애플리케이션 포털(Statewide Integrated MWBE Application
Portal)을 설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소유자는 하나의 웹 사이트와
하나의 공통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뉴욕의 모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인증(MWBE Certification)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털에서 지원자는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며 신청서 완료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인증 프로세스를 추가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인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수 민족 및 여성 사업
개발부(Division of Minority and Women's Business Development)의 내부 자원 확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 검토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간을
단축하고 인증 프로세스 설명에 업데이트된 정보와 지침을 공개하며 지원자가 인증
프로세스를 탐색할 때 강화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공제 제도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투쟁: Cuomo 주지사는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을 고려할 때 매순간 연방 정부의 조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 공제에 대한
워싱턴의 급작스런 제재는 뉴욕 주민에 대한 재정적 공격이었습니다. 뉴욕은 역사상
최초로 재산세 상한을 통과시켰고 Trump 행정부는 급작스럽게 그들이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주정부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우리의 연방
대표는 우리를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미국 상원은 올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ALT)이라는 공격을 뒤집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당한 과세를
중단할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산업 성장
신규, 확대 및 업그레이드된 주립 공원을 마련해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공원 시스템
성장: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아름다운 공공 공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자연 복원(Restore Mother Nature)
이니셔티브에는 독특하고 멋진 두 개의 공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뉴욕은 과거 산업
용지였던 508 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주립 공원을 만들어 킹스턴에 위치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워터프론트를 재개발할 것입니다. 이 주립 공원은 1마일 이상의
강변을 보호하고 다수의 트레일을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허드슨 이글스
스테이트 레크리에이션 지역(Hudson Eagles State Recreation Area)에 다섯 곳의 어퍼
허드슨 선착장을 활성화 및 연결하여 강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선형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은 두 개의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것 외에도 2억 6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를 통해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신규 토지를 매입하고 일곱 곳의 주립
공원에 4,000 에이커의 토지를 추가하는 자본 계획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토 파운드로 재활용하기 위해 피어 76(Pier 76)을 허드슨 강으로 이송: Cuomo 주지사는
피어 76(Pier 76)을 뉴욕 경찰(NYPD)이 토 파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의 관할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두는 서쪽
워터프론트 접근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요지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의 일환으로, 피어
76(Pier 76)은 올해 말에 비워질 예정이며,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Hudson
River Park Trust)는 뉴욕시, 관련 지역사회 이사회 및 대표, 지역 선출직 공무원 및 하원
및 상원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화이트페이스 산의 미드 스테이션 별장(Mid-Station Lodge) 재건: 최근 화재로
화이트페이스의 미드 스테이션 별장(Mid-Station Lodge)이 파괴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역사적인 건물를 완전히 재건하기 위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리조트가 일년 내내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공적인 세계적 수준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의 농업 산업 지원
뉴욕 농업의 다양성 확대: 소수자 및 여성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직업 발전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농업 커미셔너에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단체를 소집하여
뉴욕주 농업 부문에서 다양성과 인종 평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전략 계획은 늦어도 2020년 12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며, 이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의 다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에 현지 생산 식품의 활용 확대: "뉴욕 목요일(NY Thursdays)" 프로그램을 주
전역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식품 시스템 관련 지도자들로 구성된
실무 단체를 소집하여 현지 생산 식품을 학교와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조달 솔루션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현지 생산 농산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입니다. 우선, 주정부는 개인용 우유 상자를 학교 식당의 대량 우유 디스펜서로
대체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 지원
영화관의 주류 판매 허용: Cuomo 주지사는 영화관이 주류 제공을 위해서는 식탁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개정을 제안합니다. 13세 관람가(PG-13) 이상의 영화에 대한 관람권이 있으면 표 한
장당 주류 음료 1 잔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제안을 통해 영화관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극장 건물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개조 공사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할 필요성을 줄어듭니다.
주류 제조업체가 뉴욕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애물인 구시대의 금지법 폐지: 주지사는
뉴욕의 복잡한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BC) 규정인 타이드 하우스
법(Tied House Law)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뉴욕에서 창업 및 기업 투자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투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지사는 타이드 하우스 법(Tied House Law)을 연방 법률 수준에 맞게 개정하여 뉴욕이
기업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주류 면허 도입으로 미래의 크래프트 음료 노동력 창출: Cuomo
주지사는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에 따라 중등 기관 면허를 신설하여
규제 및 행정 부듬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교육 기관에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주류 생산 및 소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를 통해 뉴욕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미래를 위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뉴욕 재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자본
계획(Capital Plan)에 투자하여 다운스테이트에 더욱 안정적이고 이용이 간편한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
이용 편의 증가: 52억 달러라는 뉴욕시 교통 역사 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70개의 지하철 역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보장하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60퍼센트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
미국장애인법(ADA)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컨드 애비뉴 서브웨이(Second Avenue Subway)의 2기 자금 지원: Cuomo
주지사는 이스트 할렘과 브롱크스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교통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세컨드 애비뉴 서브웨이(Second Avenue Subway) 프로젝트를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교통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 용량,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프로그램의 1기를 통해 시스템에 용량, 접근성 및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추가했습니다. 2기는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역사 세 곳을
추가하고 메트로-노스(Metro-North)와 지역을 연결합니다. 프로그램 1기는 매일
300,000명의 승객을 이송하면서, 4/5/6 열차의 혼잡을 완화하고 할렘과 이스트 할렘
거주자의 직업 및 교육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2015-2019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함께
2020-2024 계획은 연방 및 지역 조달 간에 거의 동일한 총 69억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지하철 신호 시스템 설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Transit)는 노후화된 신호 시스템을 신속하게 현대화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시스템에서 가장 운송량이 많은 노선에 위치한 여섯 개의 신호를 현대화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합니다. 해당 노선은 풀턴, 퀸즈 블러바드 이스트, 크로스타운, 63번가,
아스토리아, 렉싱턴 애비뉴 노선입니다. 새로운 노선에는 현재 지하철 서비스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존의 "고정 블록" 신호를 대체할 최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를 뉴욕시 교통부(NYCT) 지하철 시스템이 필요로 했던 변화와
현대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접근성 개선 - 메트로-노스 뉴 헤이븐 라인 및 이스트
브롱크스를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과 연결: 2020-2024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자본 프로그램(Capital Program)은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접근성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 헤이븐 라인 승객들과 이스트
브롱크스의 주민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코옵 시티(Co-op City), 모리스 파크, 파크체스터/밴 네스트
및 헌츠 포인트 등 서비스가 완비되지 않은 지역에 완전히 접근 가능한 4개의 역사를
건설하고, 전력 및 신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고, 기존 선로를
재정비하고, 더 많은 열차를 수용하도록 철도 교량을 교체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투자에 따라, 이동 시간이 단축될 뿐아니라, 메트로-노스(Metro-North)의
그랜드 센트럴역(Grand Central Station)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시스템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펜실베이니아 스테이션 액세스(Penn Station Access)는 맨해튼에서
역으로 출퇴근하는 메트로-노스(Metro-North) 승객과 브롱크스와 업스테이트 교외
사이를 여행하는 고객에게도 상당한 이동 시간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East Side
Access Project) 완료: 자본 프로그램에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GCT) 연결하는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 완공을 위한 투자금 전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퀸즈 통행로에서 맨해튼의 이스트 미드타운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CT)에서 직접 롱아일랜드 철도(LIR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필요성을 주장해 온 중요한 교통
연결고리입니다.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는 매일 승객 76,000명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현재 혼잡한 열차를 타고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
도착하는 승객 30,000명의 탑승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최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차량 및 버스 수천 대 구매: 새로운 자본
프로그램(Capital Program)에 따라, 1,900대 이상의 새로운 지하철 차량와 2,400대의
새로운 버스를 구매하여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Transit)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기존의 차량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천 대의 새로운
지하철 차량은 시스템 전체에 설치된 고급 신호를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와 신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자본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교통부(NYCT)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버스와 함께 500대의 배출량 제로인 전면 전기 버스를
추가하여 오래된 디젤 연료 버스를 교체하고 공기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공모전(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 2라운드: 2016년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보조금 프로그램에 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에서 상용 여객기 탑승객 및 화물기 서비스 공항을
변화시켰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2라운드 시행을 발표했다. 주 전역의 공항은

안전 및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공항 운영 및 접근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더 나은 승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뉴욕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개발: Cuomo 주지사는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 및 엔지니어 팀을 소집하여 과거의 고속철도 계획을
재검토하고 모든 가정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재고하며 뉴욕에 더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것입니다.
"뉴욕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 법 영구화: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인 미국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의 영구화를
제안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고품질의 미국산 구조용 철강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 조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미래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버펄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개선: 뉴욕주는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용도 주거 및 상업 건물과 공공 광장을 캐널사이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에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또한 버펄로와 새로운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인접 지역에 건설 예정인 기차역을 포함합니다.
기회 어젠다

뉴욕 근로자 지원
포괄적인 전기 자전거 법률 제정: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자 자전거 합법화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이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도입할 것입니다.
강력한 임금 선취권 법률 제정: 뉴욕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을 가진 주 중 하나입니다. 종종 근로자가 법정에서 승리했을지라도 판결이 징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그 판결이 집행될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듭니다. 선취권은
피해자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라도 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미지급분이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판사가 선취권을
명령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직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뉴욕의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확대

국내 최초 미래 인력 센터(Future of Work Center) 설립: 뉴욕의 여러 지역에 걸쳐
실업률이 사상 최저에 달한 상황에서 주 고용주들은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갖춘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버펄로에 위치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을 선도하는 미래 인력 센터(Future of Work Center) 두 곳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인력 센터(Future of Work Centers)는 민간 부문, 커뮤니티 기반 조직,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새로운 단기, 비학위 자격 증명 및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모두 고용주의 기술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인턴십 프로그램 확장에 1,400만 달러 투자: 인턴십 기회를 통해 뉴욕
비즈니스와 뉴욕의 취약 지역 사회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뉴욕주는 주
전역에서 견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올해 1,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주지사 직속
인력 개발 사무실(Governor's 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과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프로그램 결정 시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인력 계획을 활용할 것입니다.
친환경 경제를 위한 근로자 교육: 뉴욕은 에너지 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중심의 친환경 채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첫째, 엑셀시어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 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는 전기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작업 범위를 확장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향후 5년 동안 총 1억 달러, 추가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 에너지 근로자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기존 직원이 기술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파밍데일과 스토니
브룩은 2021년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00만 달러 규모의 연안 해상 풍력 훈련
연구소(Offshore Wind Training Institute)를 공식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립 공원(Parks)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은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알프레드 주립
대학(Alfred State University), 엑셀시어 콥스(Excelsior Corps), 잡 콥스(Job Corps)와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에게 태양 에너지 장비를 설치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뉴욕주 최초의 종합 교육 및 훈련 센터 설립: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합 교육 및 인력 훈련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다목적 시설은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가 운영하는 지역
고등학교와 근로자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을 갖출 예정이며, 다른 지역 칼리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학교 졸업생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흥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자격, 고급 기술 인증 및 칼리지 학위를
제공하는 새로운 최첨단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빈곤 해결

저렴한 주택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계속: 주지사는 주택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주의
노력을 확대하고, 주 업스테이트 도시의 도시 황폐를 해소하며, 가족이 계속해서 기회가
많은 이웃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 뉴욕주의 저렴한 주택 이니셔티브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 정부는 지역사회 개선과 활성화를 우선하여, 조율된 이웃
지역 계획에 속하며, 교통 접근성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주지사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주
정부가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금융 접근성 및 수용성 어젠다를 제안할
것입니다. 첫째, 주지사는 뉴욕의 현지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5년간 2,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러한
제공업체는 뉴욕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금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및 기타 주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및
금융 문맹 퇴치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주지사는 주 전역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뉴욕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전역에 금융적
수용성 및 지원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비자 보호
성가신 로보콜 중지 Cuomo 주지사는 스푸핑과 로보콜을 자행하는 상습범들의 가면을
벗기고 맞서 싸우는 국가 선도적인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화 제공업체가
로보콜을 차단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며, 전화 제공업체가 가능한 한 빨리 업계 기반 통화
인증 절차을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제정하며 "두낫콜(Do Not Call)" 법을 위반한 로보콜 발신자에 대한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보호 보장: 주지사는 무료 개방형
인터넷을 훼손하는 관행인 온라인 콘텐츠의 차단, 제한 및 지불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인터넷 공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 소비자를 처벌하는 소위 “제로
레이팅(zero-rating)" 관행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정부 기관이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Cuomo
주지사의 2018년 행정명령(2018 Executive Order)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채무 징수 회사의 면허 및 규제: 주지사는 금융 서비스부(DFS)에 채무 징수 회사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금융 서비스부(DFS)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금융
서비스부(DFS) 조사관에게 언제든지 채무 징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록과 서류를

검토할 권한을 금융 서비스부(DFS)에 부여하는 등 의심되는 남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감독 권한은 또한 부서가
부도덕한 채무 징수에 대한 징벌적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은 또한
사람들이 없는 채무를 갚도록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노인 금융 사기 근절: Cuomo 주지사는 노인의 재정적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 소비자의
거래 또는 계정이 보류되었을 때, 금융 기관은 뉴욕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및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및 기타 당국에 보고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본 제안은 보류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고
금융 기관과 직원들에게 노인 재정적 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거래를
보류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민사 책임 면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여 불공정 및 가학적인 관행으로부터 뉴욕 소비자를
보호: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연방 소비자 보호 시행의 부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뉴욕 소비자가 시장에 넘쳐나는 새로운 약탈적 금융 상품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소비자 보호 어젠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지사는 연방법과
일치하는 뉴욕주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지사는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공제를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지사는 허점을
제거하고 규제 기관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인상하고, 금융 서비스부(DFS)가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집행 조치를 유지할 권한을 갖도록 보험법(Insurance Law) 개정을 제안합니다.

여성 어젠다
미국 최초로 포괄적인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주 정부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의 평등권 개정(Equal Rights Amendment)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주 헌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조 11항의 보호 대상으로 성별을 추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민족,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등의 다른 범주를
추가하여 이렇게 필수적인 보호조치가 주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성 기업 리더십 아카데미(Women's Corporate Leadership Academy) 설립: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에 여성 기업 리더십
아카데미(Women's Corporate Leadership Academy)를 설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여성이 경영진 및 이사회 리더십 직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사회를 비롯한 미국 기업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아카데미는 또한 더 많은 제도적 형평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에게 투자: 뉴욕주 경제 전략 계획의 원동인으로서,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와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에 여성 기업가가 직면한 문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해결하도록 업무를 맡깁니다. 2020년 지역경제개발협의체 가이드북(2020 REDC
Guidebook)은 각 지역이 전략 계획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여성 기업가의 요구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10개 지역에서 2천만 달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교부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성의 기업 이사회 진출 개선: Cuomo 주지사는 최근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와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DTF)가 기업 이사회의 여성
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현재 주에
있는 모든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이사회에 속한 여성의 수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결정을 돕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핑크 택스(PINK TAX) 금지 Cuomo 주지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서비스의 가격 목록을 게시하고 주 법에 따라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색인 여성이 겪는 학자금 대출 부채 위기의 영향을 해결: Cuomo 주지사는 금융
서비스부(DFS)와 주지사 직속 여성청소년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가 뉴욕주에서 유색인종 여성들이 겪는 학생 부채 위기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 전역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금융
서비스부(DFS)와 주지사 직속 여성청소년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여성 학생과 지역사회 유색인 지도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학생 부채 위기의
불균형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 전체에서 원탁회의 시청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 및 지방 당국에서 임금 평등 보장: 주지사와 뉴욕주 기관 예산처(Authorities Budget
Office)는 주 및 지방 기관의 임금 평등법(Pay Equity Law)을 준수하기 위해 성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현재 임금 규모에 대한 보고를 수집하는 기준 설문 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주 및 지방 기관의 고용 유형, 성별과 관련된 임금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기관이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 계약자에게 성희롱 자료 공개 요구: Cuomo 주지사는 잠재적인 주 계약자가 지난해
동안 성희롱과 관련된 불리한 판단, 불리한 행정 판결 및 합의의 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해당 주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주 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 감사관실(Office of State Comptroller)은 매년 주지사,
특정 기관 책임자 및 입법부에 자료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Cuomo 주지사는 이용 가능한 출산 관련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고용주에게 출산 보장을 제공하고, 출산 서비스를 찾는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기존 혜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모성 사망률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ommunity Health Worker) 서비스의 확대 및 향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암묵적 편견 교육 및 출생 후 교육의 시행, 포괄적인 주산기 자료 창고 구축, 모든
모성 사망자를 검토하기 위한 모성 사망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소집, 주 전역 소수 인종 및 민족인 주산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지역사회의 전략적 봉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동안 8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모든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동일한 고품질의 관리 기준 요구: Cuomo 주지사는 모든
병원이 성폭행 생존자를 치료할 때 동일한 고품질의 피해자 중심 의료 기준을 준수하여
뉴욕의 의료 시스템이 모든 시골, 도시 및 교외 지역사회의 희생자에게 최고 품질의
치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대화: Cuomo 주지사는 각 생존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유연한 자금 지원 모델을 제공하여
뉴욕주에서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벽과 난관을 줄이는 혁신적인 생존자
중심의 모델을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모델은 또한 학대자에게 책임을
묻고 치사율을 낮추는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여 생존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기존의 뉴욕주 가정 폭력 자문위원회(Domestic Violence Advisory
Council)와 협조하여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통해 구축된 관계를 강화하고 생존자,
가정 폭력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가정 폭력 지역
협의회(Domestic Violence Regional Councils)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Cuomo 주지사는 법원에 가정
폭력이 각 당사자의 미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가정 폭력의 상황과 결과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저지른 가정 폭력의 행위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갈
미래의 능력이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Cuomo 주지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가정 분쟁 현장에서 총기를 제거하도록 허용하고, 법

집행관이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보호 명령을 받은 개인의 집에서 총기를 제거하며, 유죄
판결 즉시 가해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정 폭력 경범죄를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강압적인 임신 중지: 주지사는 성적 학대와 강압적인 성관계 및 임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식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폭력 기관과 성적 및 생식 보건 클리닉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제안합니다.

성소수자 뉴욕 주민 보호
뉴욕주의 대리모 합법화: Cuomo 주지사는 대리모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옹호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와 대리모를 위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리모 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당사자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대리모의 권리법(Surrogates' Bill of
Rights)을 작성하여 임신 종료 또는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모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리모가 포괄적인 의료 보험과 선택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모두 의뢰한 부모가 지불하게
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법안은 개인 중 한 명이 비생물학적 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
입양"으로 알려진 과정을 간소화하여 부모임을 확립할 수 있는 간결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성적소수자 긍정 중독 서비스: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 지역사회의 중독률을 줄이기
위해 성소수자 개인과 함께 일할 때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임상 직무 기준을
개발하도록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에 지시할 것입니다. 중독 서비스 지원청(OASAS)은 소비자가 성소수자
개인에게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동반 승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료 개인정보 보호를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확장: Cuomo 주지사는 "소셜 소개
서비스"라는 법의 정의에서 단어 "이성"을 "사람"으로 대체하기 위해, 데이트 서비스
소비자 권리장전(Dating Services Consumer Bill of Rights)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셜 소개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뉴욕 주민들이 친구 및 중요한 타인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가 매칭되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라 다른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취약한 어린이 보호
과도한 수의 가정위탁 소수자 아동 감소: Cuomo 주지사는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아동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가림 인도(Blind Removal)" 절차를 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뉴욕의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회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는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와 협력하여 눈가림 인도 절차(Blind Removal Process)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이
툴킷은 눈가림 인도 절차(Blind Removal Process)의 실행에 따른 평가 준비 절차를 통해
카운티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단 확정되면, 그것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에 보급될 것입니다.
뉴욕주 아메리콥스 가정위탁 성공 (NYS AmeriCorps Foster Care Success) 프로그램
수립: 주지사는 뉴욕주 아메리콥스 가정위탁 성공(New York State AmeriCorps Foster
Care Succes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위탁에서 전환한 청소년들이
아메리콥스(AmeriCorps) 서비스에 참여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랩
어라운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3년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참가자들은 정규직 취업 또는 학업 학습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친족 우선 방화벽(Kin-First Firewall)으로 아이들을 가정위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친족 가정위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는 각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가
친족 우선 방화벽(Kin-First Firewall)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즉, 인도된
모든 어린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절한 친족에게 첫 번째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는 성공적으로 시범 시행되어 친족 배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 주민 보호:

모두를 위한 안전 및 보안 보장
혼취 성폭행의 허점을 제거: Cuomo 주지사는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게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적 학대의 생존자는 마땅한 정의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법안은 무의식적으로 술에 취하게 한 사람과의 성관계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1급(B급 중죄) 성폭행 기소를 제정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데이트 앱, 비디오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Cuomo 주지사는 성범죄자가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 확실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공개해야 할 관련 계정을 업데이트하도록 현행법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추진할 것입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은 이 목록을 범죄자가 공개한 공급자에게
보내며 공급자는 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며

사용자에게 이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에 대해 속이는 것을 범죄로 지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교통 시스템에서
반복 및 고위험 성범죄자 금지: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3등급의 고위험 성범죄자인 개인이 3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급할 권한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 제안으로 교통
관련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판사가 금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판사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판전 석방 조건으로 임시
금지명령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은 A급 경범죄인 교통
무단침입(Transit Trespass)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주 경찰이 아동에 대한 특정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행정소환장 발급 허용: Cuomo
주지사는 주 경찰청장에게 아동에 대한 기술을 이용한 범죄 조사에 대한 행정소환장
권한을 제공하고 뉴욕주 경찰에 이러한 가증스러운 범죄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 승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뉴욕에서 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보장: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저지른 경우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를 뉴욕 외에서 저지른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뉴욕 라이선스 제도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총기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 내의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lcohol, Tobacco, Firearm and
Explosive, ATF)의 범죄 총기 추적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ATF)의 이트레이스(eTrace)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범죄 총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개인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을 개정하도록 입법 행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령총의 제조 및 보급 방지: Cuomo 주지사는 유령총에 대한 높아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의 접근과 사용을 막는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제안은 개인이 허가된 총포상에서 매장 내 거래를 통해서만 총기, 소총 또는 산탄총의
주요 구성 요소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면허가 있는 총포상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요 구성 요소를 배포하고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미완성 프레임과 리시버에 주 경찰이 발급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셋째, 이
제안은 소총이나 산탄총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개인이 총기, 소총 또는 산탄총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구성 요소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새로운
조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범죄 및 중범 처벌을 만듭니다.

스트레치 리무진 및 기타 임대 상용차 탑승자를 위한 안전 대책 강화: Cuomo 주지사는
리무진 및 기타 향상된 승객 보호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개혁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개혁 패키지에는 차량의 모든 탑승자가 안전El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포함되며,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태그를 변경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주
검사 스티커를 변경 또는 획득하는 등 주 운영 허가를 위반하는 데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높이고, 교통법(Transportation Law)상 운영 허가에서 현재의 법정 면제를
제거하면 버스로 간주될 차량에서 이 면제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지역 경찰과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 간의 관계 강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법무장관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의 긴장을 해결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모든 뉴욕 학생을 위한 탄탄한 출발 보장
교육구가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주의 지원을 배포하도록 투명성 요구: Cuomo 주지사는
주 교육 기금이 가장 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 가도록 요구함으로써 가난한 학교와
부유한 학교 사이의 자금 격차를 계속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교육구가 가장
어려운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교육청에
기금의 70%를 주 정부가 배분하지만, 교육청은 그 기금을 언제나 공평한 방식으로
교육청 내의 학교들에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부 교육청에는 이 지역의
평균 학교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뉴욕은 교육청에 자금이 건물에 따라 어디로 투입되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금 공평성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보편적 어린이집(Universal Pre-Kindergarten) 확대: Cuomo 주지사는 202021학년도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기 교육은 성취도의 격차를 좁히고 어린이의 조기 단계에 그
혜택을 주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모든 아이가
장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 전역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데 자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의 보조금에는
갱단 참여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금의 우선순위도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AP 시험 비용 인하: Cuomo 주지사는 AP 및 IB 시험에 대한 시험
비용이 가능한 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의 시험 비용을 5달러로 낮추기 위해 5천
8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주 STEM 기업가(STEM Entrepreneur in Residence): 주지사는 2020-21학년을 위해
상주 STEM 기업가(STEM Entrepreneur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구는 여성 또는 소수 민족 소유이거나 주도하는 현지 STEM 회사와
매치하도록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학생들에게 STEM 경력 및 지역사회에서
성공하는 역할 모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방문 시 회사의
대표들과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을 현장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더 저렴한 대학교 만들기
영리 목적의 대학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요구: Cuomo 주지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성과에 중점을 둔 영리 목적 대학 책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책임 조치에는 관련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 및 소유주의 보상 패키지를 포함하여 자금 조달 및 재정의 기본적 공개가
포함됩니다.
재향군인의 교육 혜택을 유출시키는 파렴치한 학교 중단: 주지사는 재향군인
서비스부(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가 영리 목적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약속을 명확히 할 기회를 파악하며 뉴욕주의 재향군인들이 영리
목적 교육 공간의 파렴치한 행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당 등록 확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더 많은 지역사회 대학생들이 필수적인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지역사회 대학생들이 직업 및 기술 교육 과정에 반일제 이상 참여한
학생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자격을 얻기 위해 매주 20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하는 주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가구에 적용되는 사용 가능한 소득 및 기타 기본 자격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회사의 학대 및 사기성 관행 중지: 주지사는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회사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당한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학자금 대출을 단일 대출 또는 대체 상환 정리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더 건강한 뉴욕

저렴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처방약 가격 인하: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3포인트 계획을 도입하고 의약품 가격의 부당하고 엄청난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에 물을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부담금을 1개월 치 인슐린 공급에 대해 100달러로 제한하고,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약물 비용의 급증을 조사할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캐나다에서 약물을 수입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소비자 비용 절감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목록 편찬을 위한 처방약 수입 위원회(Prescription
Importation Commission) 설립, 보험약제관리기업(Pharmacy Benefit Managers)이 즉시
주에 등록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특정 약물 사용을 홍보하는 데 대한 혜택, 기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재정적 합의 등을 공개하는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투명성 제공: 소비자가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서 및 뉴욕주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 센터(Digital and Media
Services Center)에 지시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원스톱 웹사이트인
뉴욕헬스케어컴페어(NYHealthCareCompare)를 제작해 뉴욕 주민들이 의료비, 양질의
정보 및 교육 자원을 쉽게 찾도록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서로부터의 보호 확대: 주지사는 2014년에 병원 내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외 청구서 및 병원 및 기타 외래 진료의 예상치 못한
청구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률을 진행하였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네트워크 외 병원과 의사가 소비자에게 응급 서비스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료 관행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3포인트 계획을 도입할 것입니다. 즉, 모든 병원과 응급 의사가 네트워크
외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거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시설 요금을 공개해야 하며, 받지 못한 의료적 빚을
회수하기 위한 공소시효를 3년으로 단축합니다.

오피오이드 확산 근절
오피오이드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해 펜타닐 유사물 금지: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펜타닐
유사체를 통제 물질로 명확히 지정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이러한 약물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에게
유사물을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 정부가 시장에 나오는
치명적인 물질을 바로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약물 지원 치료법(Medication-Assisted Treatment,
MAT)에 대한 접근 확대: 주지사는 2020년에 응급 부서를 원격 의료로 부프레노르핀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들과 연결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사회의 약물 지원
치료법(Medication-Assisted Treatment)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 경제 개발구마다 하나씩 10개의 새로운 모바일 클리닉을
추가하고, 현재 메타돈을 제공하는 7개 교정 시설에 부프레노르핀을 제공하고, 중독
지원을 찾는 뉴욕 주민들이 치료, 회복 또는 동료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중독 서비스
지원청(OASAS)의 기존 호프라인 서비스(HOPEline Services)를 재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약물 지원 치료법(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뉴욕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약물 지원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개혁을 했으며,
이는 장기 회복을 보장하는 데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미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각 계획에 치료 등급 당 사전 승인 없는 하나의 약물 지원
치료법(MAT)을 보유하며, 5일 공급분이 주어지는 처방집에 없는 약물에 대한 처방이나
리필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치료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약물 지원 치료법(medication assisted treatment)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단일 처방집을 제안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 개선
불법 담배 판매에 대한 엄중 단속: 흡연율을 더 줄이며 주가 필요한 세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는 소매업체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담배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파렴치한 소매업체가 계속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조세재무부(DTF)가 소매업체의
소매 판매 및 소비자의 세금을 받을 권한을 취소하여 소매업체를 휴업시키도록
허용하고 불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데 대한 처벌을
증가시킵니다.
전자 담배 제품이 청소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담배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즉, 가향 전자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자 담배 관련 광고 금지, 전자 담배
장치를 통해 흡입할 때 위험하며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화학 물질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전자 담배 캐리어 오일의 판매 금지, 전자 담배 액상 및
전자 담배의 온라인, 전화 및 메일 주문 판매를 허가된 전자 담배 판매 소매업체로 제한,
약국에서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를 중지, 실내 공간을 정의하고 간접흡연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보호
접전 선거에서 자동적인 수동 재검표 지시: 주의 모든 선거에서 선거 결과의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자동 투표 재검표가 시작되는 시기와
그러한 재검표 방법에 대한 주 전체의 표준을 수립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 전역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2%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5%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현: 비록 뉴욕 주민들은 주 기관과 상호작용할 시 투표
등록을 할 기회를 얻지만, 주민은 등록을 긍정적으로 권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고 주의 투표율을 늘릴 것이며, 민주 절차를 강화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유권자 자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뉴욕 주민들이 원한다면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 보안 신속 대응팀 구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사이버 스와트 팀(Cyber Swat Team)을 설립해
2020년 선거 주기 이전에 뉴욕주 위원회 보안 선거 센터(State Board's Secure Election
Center)의 업무를 보완하고 추가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어지럽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토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모든 뉴욕 주민 조사: 주 정부는 60개 이상의 카운티 및 지방
정부에 교부금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이민자 인구, 5세 미만 아동 및 노인이 많은 곳을
포함한 "집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 및
비영리 단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는 2020년에 걸쳐 특히 과소 평가될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와 인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