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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선거 기부금을 낮추고 공공 자금 조달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2019년 집행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발표

포괄적 개혁으로 정치계의 거금이 미치는 영향과 싸우고 모든 뉴욕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을 예정
본 방안을 발표하는 주지사의 영상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선거 기부금 한도를 낮추고 선거 공공 자금 조달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2019년 집행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괄적인 선거 비용
조달 개혁으로 정치계의 거금이 미치는 전례 없는 영향과 싸우고 모든 뉴욕 주민의
의견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본 방안을 발표하는 주지사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자 기업과 가장 부유한 1%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평범한 뉴욕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진정한 선거 비용 조달 개혁을 할 때입니다. 후보자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부자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고 선거 기부금 한도를 낮추어 우리 선거 비용 조달
시스템을 점검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힘을 되돌려줍시다.”
선거 기부금 한도 인하.
Cuomo 주지사는 모든 후보자를 위한 기부금 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고 강력한 공공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면 뉴욕은 정치계의 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줄이고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해당 방안으로 공공 자금 조달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금 한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입니다.
•

주 전역 후보자는 25,000달러 또는 예비 선거용 10,000달러, 일반 선거용
15,000달러로 기부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주 전역 후보자는 일반
선거용으로 44,000달러의 기부금 한도가 있습니다. 예비 선거용 한도는
후보자 당 등록 유권자(비활동 유권자를 제외)의 총 수에 0.005달러를
곱하여 최소 7,000달러에서 21,100달러까지 허용됩니다.

•

•

주 상원 의원 후보자는 10,000달러 또는 예비 선거용, 일반 선거용 각각
5,000달러로 기부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주 상원 의원 후보자는
18,000달러 또는 예비 선거용 7,000달러, 일반 선거용 11,000달러로
기부금 제한을 받습니다.
주 하원 의원 후보자는 6,000달러 또는 예비 선거용, 일반 선거용 각각
3,000달러로 기부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주 하원 의원 후보자는
8,800달러 또는 예비 선거용, 일반 선거용 각각 4,400달러로 기부금 제한을
받습니다.

선거 공공 자금 조달
현재 뉴욕의 선거 자금 조달 시스템에는 후보자들이 일반 기부자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장려책이 없습니다. 대규모 기부자는 큰 기부를 하므로 일반인들의 의견이 묻힙니다.
선거 공공 자금 조달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대책입니다. 소규모 기부자 비율을 6:1에
맞추는 공공 자금 조달책을 제정하면 후보자가 소규모 기부자에게 집중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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