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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간과했을 경우 대비 (In Case You Missed It, ICYMI): 2017년 시정 방침에서 

제시한 CUOMO 주지사의 특징적인 시정 제안 

 

주지사의 2017년 어젠다의 핵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일 동안 제시한 총 35 건의 

시정 제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시정 방침 

 

주지사의 2017년 어젠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중산층을 강화하거 뉴욕주의 핵심 

인프라를 보강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담하고 종합적인 일련의 

제안들입니다. 이 어젠다는 뉴욕주의 유산을 진보적 가치와 사회 정의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며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적 지도자로서 지속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의 진취적인 수용 및 다양성의 

원칙이 중산층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의 성공은 우리의 

진보적인 신념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미국의 중산층을 탄생시킨 것은 

진보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새로운 중산층 경제 프로그램을 제정하며 

사회 정의의 진보적 가치와 원칙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의 공약 (New York 

Promise)어젠다를 도입할 것입니다.” 

 
 

제 1 제안: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과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모든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뉴욕주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등록금의 칼리지를 만듭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최초이며, 수천 명의 똑똑한 

젊은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한편, 과도한 학자금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 제안: JFK 국제공항 (JFK International Airport)을 21세기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7StateoftheStateBook.pdf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st-proposal-2017-state-state-making-college-tuition-free-new-york-s


뉴욕주의 지위에 걸맞는 공항으로 변모시킵니다. 이 비전 계획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예상되는 공항의 급격한 성장을 수용하며 계속 전진하는 뉴욕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된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공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 제안: 200,000가구 이상의 중산층 가정이 그들의 자녀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하는 것을 돕게 될 새롭게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 (Enhanced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많은 가정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적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고품질의 

자녀보육 제공과 근로 활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4 제안: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도 보호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사이버 범죄와 신원도용 법률에 대한 강화와 

현대화뿐만 아니라 주 정부기관, 지방정부, 중요 공공시설 및 학교에 사이버 보안 지원을 

제공하는 사이버 사건 대응팀(Cyber Incident Response Team)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5 제안: 금융 착취와 담보권 행사로부터 뉴욕주 전 지역의 노인분들을 보호합니다. 

계획에는 뉴욕주에 있는 은행들에 노인 학대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은행법을 

수정하여 은행에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를 중지할 권한을 주며 입법을 강화하여 노인 

주택 소유자들을 역모기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6 제안: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의 스캔들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은행과 보험 

업계의 특정 위법행위자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융 서비스 감독관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에 대한 권한 부여를 추진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업계의 치명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고객을 한층 더 보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7 제안: 미지급 임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상위 10 곳의 다른 

주 유한 책임 회사들을 단속함으로써 뉴욕주의 임금 절도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nd-proposal-2017-state-state-transforming-jfk-international-airport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3rd-proposal-2017-state-state-making-child-care-more-affordable-middl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4th-proposal-2017-state-state-protecting-new-yorkers-cyber-attack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5th-proposal-2017-state-state-comprehensive-plan-protect-senior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6th-proposal-2017-state-state-banning-bad-actors-financial-services


이밖에 주지사는 노동부 커미셔너가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모든 임금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은 열심히 일한 뉴욕시민의 손에 그들이 번 돈을 더 많이 돌려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8 제안: 500개의 신규 워크플레이스 충전소(workplace charging stations)와 69개의 

스루웨이(Thruway) 충전소로 뉴욕주에서 전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무공해 전기차 사용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9 제안: 뉴욕주의 투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민주주의 프로젝트 (Democracy 

Project)를 시작합니다. 이 조치로 조기 투표를 허용하며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동 투표자 등록 및 당일 유권자 등록 양쪽 모두를 채택하여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0 제안: 2021년 4 월까지 인디언 포인트 에너지 센터 (Indian Point Energy Center)를 

폐쇄합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2,000 메가 와트 규모의 이 노후 

원자력 발전소는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안전과 그 지역의 환경적 건강에 많은 

위협을 끼쳐왔습니다. 뉴욕주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포함하여,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안전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엔터지 (Entergy)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1 제안: 뉴욕주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 (Life Sciences Cluster)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5,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주는 최대 30 개의 생명 과학 

스타트업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3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존슨 앤 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과 뉴욕 게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의 협업 프로젝트인 JLABS @ NYC 발족 기금으로 1,7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7th-proposal-2017-state-state-further-strengthening-new-yorks-effort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8th-proposal-2017-state-state-install-over-500-new-charging-station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9th-proposal-2017-state-state-modernizing-voting-new-york-increas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0th-proposal-2017-state-state-closure-indian-point-nuclear-power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1th-proposal-2017-state-state-investing-650-million-fuel-growth-world


제 12 제안: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며 뉴욕주의 진보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뉴욕 공약 

(New York Promise)” 어젠다를 개시합니다. 이 어젠다는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진전시키고, 뉴욕주의 진보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전례 없는 패키지이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해서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3 제안: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필요가 큰 지역들에 22,000개의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3,5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4 제안: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지역별 온실가스 계획 상한선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Cap)을 30% 더 낮추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5 제안: 적정 가격의 의료 서비스 유지에서부터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도록 

도심 재생을 촉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건강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두도록 

뉴욕시 전체 지역별 프로젝트들에 투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6 제안: 버펄로 전 지역과 웨스턴 뉴욕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 엔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시민 정신을 활성화시키도록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7 제안: 뉴욕주 전 지역의 대단히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에 기록적인 2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2017년 청정 수자원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발효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8 제안: 뉴욕주 전 지역에서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합니다. 현재, 몇 년 전부터 뉴욕시에서 수많은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회사들이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2th-proposal-2017-state-state-agenda-launching-new-york-promise-agenda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3th-proposal-2017-state-state-expand-after-school-education-children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4th-proposal-2017-state-state-lower-regional-greenhouse-gas-initiativ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5th-proposal-2017-state-state-regional-investments-move-new-york-city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6th-proposal-2017-state-state-500-million-buffalo-billion-phase-ii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7th-proposal-2017-state-state-invest-2-billion-clean-water


운송회사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회사는 주 어느 곳에서도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19 제안: 로체스터에서 수년 동안 이어질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Photonics Venture Challenge) 대회를 설립합니다. 이 사업 경진 대회는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가장 유망한 신생기업에 대한 최고 백만 달러의 포상을 통해, 

현재 급속히 발전 중인 상기 기술 분야의 상품화에 종사하는 신생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0 제안: 미국 최대 다중 용도 주립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Empire State 

Trail)을 완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허드슨 강 계곡 그린 웨이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와 이리 운하도로 (Erie Canalway) 트레일을 완공합니다.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 뉴욕주는 경치가 좋은 풍경을 함께 하며, 매력적이고 역사적인 지역사회를 

통과해서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 위해 750 마일에 달하는 통과 경로를 만들도록 

3 단계에 걸쳐 350 마일 길이의 새로운 트레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1 제안: 우드버리 타운 트랜싯 (Town of Woodbury Transit) 및 경제 개발 허브 

(Economic Development Hub)를 구축합니다.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프로젝트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증대된 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Route 32 도로를 

확장하고, Route 17을 가로지르는 Route 32 교량을 교체하며, 뉴욕주 스루웨이에 

이르는 램프를 재구성하고, 태양열 버스 정류장과 통근자 주차장 및 상호 연결된 교통 

시스템을 추가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2 제안: 60 명의 선생님들을 추가로 기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수 

교사상(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Awards)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3 제안: 지방 정부의 경비를 낮추기 위해서 중복된 서비스를 없애는 지역 차원의 

계획을 투표권자들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세를 줄입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8th-proposal-2017-state-state-enabling-access-ridesharing-throughout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19th-proposal-2017-state-state-new-10-million-photonics-ventur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0th-proposal-2017-state-state-complete-empire-state-trail-2020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1st-proposal-2017-state-state-build-town-woodbury-transit-and-economic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2nd-proposal-2017-state-state-extend-empire-state-excellence-teaching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4 제안: 롱아일랜드의 개조 프로젝트들에 16,0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제안에는 

16개 역에 최첨단 향상 조치를 취하며 시스템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LIRR)에 1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치, 그리고 

스미스타운 및 킹스 파크에서의 경제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게 될 

하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5 제안: 몬턱에서 남동쪽으로 30 마일 떨어진 장소에 90 메가와트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2030년까지 최고 2.4 기가와트의 연안 해상 풍력 발전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연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될 것이며, 이 계획은 

연안 해상 풍력을 이용하려는 이 전례없는 공약을 위해 앞으로의 진로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6 제안: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가 초래한 모든 위기에 맞서며 주지사가 

지난 6월에 서명한 입법안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제안들은 보험 장벽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더욱 확대하며, 과다 처방을 억제하고, 펜타닐과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를 거리에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7 제안: 뉴욕주 기관들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침을 

이행합니다. 주지사의 “미국 제품을 사용하자(Buy American)” 계획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모든 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에 미국산 상품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제조업 부문을 성장시키며 미국 전 지역에서 일하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가장 강력한 공약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8 제안: 사브 (Saab)는 북아메리카 본사인 사브 국방 및 보안 미국 유한 책임 회사 

(Saab Defense and Security USA, LLC)를 오논다가 카운티의 이스트 시러큐스로 

이전하기 위해 5,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른 계획된 활동들과 더불어, 이번 

이전으로 약 260여 개의 신규 하이테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센트럴 뉴욕에 

거주하는 450명 이상의 기존의 사브 (Saab) 현지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3rd-proposal-2017-state-state-empower-voters-reduce-property-taxes-and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4th-proposal-2017-state-state-160-million-transform-long-island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5th-proposal-2017-state-state-nations-largest-offshore-wind-energy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6th-proposal-2017-state-state-sweeping-comprehensive-actions-combat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7th-proposal-2017-state-state-buy-american-plan-will-implement-nations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29 제안: 시러큐스의 노후된 I-81 고가교를 대체할 터널 옵션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새롭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0 제안: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이 4,510 

만 달러 규모의 공항 개조 기금을 위해 3,58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이 투자는 오래된 

이 시설을 21세기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신식 교통 허브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1 제안: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산업용 대마 산업을 성장시키고, 생산업체, 영농인, 

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산업을 성장시키며 뉴욕주 전 지역의 농업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문제와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던 티어에서 산업용 대마 

회담 (Industrial Hemp Summit)을 사상 최초로 주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2 제안: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이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노스 컨트리 항공 

관문의 공항에 대한 4,300만 달러 규모 재단장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3,8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3 제안: 폭등하는 처방약 가격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i)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처방약이 바가지 가격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ii)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는 의약품 제조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iii)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중개인을 규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4 제안: 주정부에 의미있는 공헌을 한 공무원을 위해 5,000 달러의 전문 개발 

장학금을 수여하는 엠파이어 스타 공공 서비스 상 (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을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8th-proposal-2017-state-state-saab-establish-north-american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9th-proposal-2017-state-state-state-will-undertake-new-independent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0th-proposal-2017-state-state-45-million-revitalization-syracus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1st-proposal-2017-state-state-foster-industrial-hemp-industry-new-york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2nd-proposal-2017-state-state-38-million-revitalization-plattsburgh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3rd-proposal-2017-state-state-protect-new-yorkers-soaring-prescription/


출범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제 35 제안: 뉴욕주의 선출직 대표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윤리 의식과 좋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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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4th-proposal-2017-state-state-launching-empire-star-public-servic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35th-proposal-2017-state-state-restoring-integrity-and-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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