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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의 미드 허드슨 밸리 대상 중점 사항 발표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 워싱턴 연방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납세자 보호
우드베리 타운에서 도로, 대중 교통, 경제 개발 허브를 만들기 위한 계획 촉진
주지사,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 현대화 계획도 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의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 현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납세자들을 연방 정부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세금을
삭감하여 미드 허드슨 밸리의 미래에 현명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진보적인 정부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번 행정부의 8 년차에 대한 이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증가를 2%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8 년 동안 경제 발전과 인프라에
대해 현명한 투자를 단행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가 등대 역할을 보장하면서
뉴욕주에 대한 재정 규율을 복원하여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우리의 강력한 기록을 기반으로 삼아 납세자를 연방
정부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교육에 투자하고, 모든 주민을 위해 뉴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대담한 정책을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20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State Budget)의 미드 허드슨 밸리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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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을 위한 감세 지속 - 2018 년에 미드 허드슨 납세자 489,115 명은 평균 298
달러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미드 허드슨 납세자가 648,238 명으로 늘어나는
2025 년에는 평균 831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산층 가정을 위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소득 자격이 11 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미드 허드슨 학생의 41 퍼센트는 현재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총액 24 억 달러가 되도록 2,200 만 달러가 증액된 재단 지원금(Foundation Aid)을
포함한 7,980 만 달러로 미드 허드슨 밸리의 학교 보조금을 증액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고등 교육 인프라를 위한 1,200 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3 억 달러 규모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역사적인
투자가 지속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실행하도록 25 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제 3 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시작합니다.
우드베리 도로, 대중교통, 경제 개발 허브(Woodbury 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촉진합니다.
벨에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를 위한 재정 지원금 1,000 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하이드 파크의 일본술 사케 양조장(Sake Brewery)에 2,8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비콘의 카페 스파이스 푸드 제조시설(Café Spice Food Manufacturing Facility)을
확장하는 데 1,02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20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9
State Budget)에 포함된 중요한 프로그램과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경제의 경쟁력 유지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으로 연방 정부의
치명적인 세금 공격의 영향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단계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며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연방 정부의 세금 공격에 대처
최근 제정된 연방 세법(federal tax law)은 뉴욕에 대한 공격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이 법은 중산층 가정의 재산세 및 주정부 소득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계획과 소득세 공제 제도 및 재산세
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법은 이미 배정받는 연방 예산보다 워싱턴에 매년 480 억 더 지불하는
뉴욕주에 불균형하고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 뉴욕주 조세 재무부(Department of Tax
and Finance)가 최근에 발표 한 보고에 따르면, 전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SALT) 공제 제도 폐지는 뉴욕에 143 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SALT) 공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334,000 명의 미드 허드슨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공격에 맞서기 위해 세 갈래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지금 뉴욕,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하는 여러
주의 연합을 만들어 연방 정부를 고소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방면의 노력은 법률 폐지와
교체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면은 주 세금 정책 구성에서 주요하게 바꿀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뉴욕은 뉴욕주 납세자를 위해 공정성을 높이고 뉴욕 경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운영되는 협업 절차에 세무 전문가, 의회의 상원과
하원, 고용주,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
대한 30 일간의 개정안에는 선택적 고용주 기반 시스템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SALT)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자선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기금을 만들며, 뉴욕주를 연방 정부 세법으로부터 분리하는 사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산층 감세 지속
이 예산은 중산층 감세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2018 년 489,115 명의 미드 허드슨
납세자는 감세로 평균 298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2025 년 648,238 명의 미드 허드슨
납세자는 감세로 평균 831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70 년의 기간 중 가장 낮은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4 만 달러에서 15 만 달러에
이르는 소득의 경우 세율이 6.45 퍼센트에서 5.5 퍼센트로 낮아지며, 소득이 15 만
달러에서 30 만 달러에 이를 경우, 세율이 6.65 퍼센트에서 6 퍼센트로 낮아집니다.
새로운 낮은 세율은 중산층 뉴욕 주민이 2025 년까지 매년 42 억 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s) 촉진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지방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역사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뉴욕주의 카운티
전역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 법에 따라 개발된

최초의 공유 서비스 계획(shared services plan)에는 2018 년의 예상 절약액 총 2 억
800 만 달러에 대한 제안 389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에는 지방 정부가 서비스를 공유하지 못하고 절감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관료적인 장애물을 수정하는 공유 서비스 패널(shared services panel)을
영구화하기 위한 2 억 2,5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및 인프라 투자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 현대화 계획 촉진
주지사의 2018 년 어젠다는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개명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합니다. 이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는 미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연방검색장(federal inspection station) 영구 건물
공사를 후원함으로써 미드 허드슨 밸리 전 지역의 세계적인 관광지와 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새로운 연방검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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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New York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으로
변경합니다.
우드베리 도로, 대중교통, 경제 개발 허브(Woodbury 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를 만들기 위한 계획 촉진
주지사의 2018 년 어젠다에는 우드베리 타운의 도로, 대중교통, 경제 개발 허브(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의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월에 시작된
건설 프로젝트는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 주변의 교통 혼잡, 정체, 사고 등을
50 퍼센트 이상 줄이면서 이 지역의 관광산업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Project Labour Agreement)을 적용하여, 이 프로젝트 실행 과정 중 새로운
도로, 대중교통, 경제 개발 허브(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를 위한
700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에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 재정 개선 추진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벨에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에 곤돌라를
건설하기 위해 800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곤돌라가 개장한 이후, 이
리조트의 방문객 수는 약 1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는 리조트를 계속 전환하고 있는 벨에어의 전략적인 현대화 업그레이드
공사를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금 1,000 만 달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콘의 카페 스파이스 푸드 제조시설(Café Spice Food Manufacturing Facility) 확장에
1,020 만 달러 지원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허드슨 밸리의 제조시설 확장 지원금
1,020 만 달러를 투자하여 가족 소유의 신선 식품 회사인 카페 스파이스(Café Spice)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일자리 133 개를 유지하고 앞으로 5 년 동안 일자리 151 개를
더 만들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최대 500 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인센티브 덕분에, 이 회사는 뉴욕주에 남아서 허드슨 밸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151 개를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 파크의 일본술 사케 양조장(Sake Brewery)에 2,800 만 달러 지원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닷사이 프리미엄
준마이 다이긴죠 사케(DASSAI premium Junmai Daiginjo sake)의 제조사인 아사히 슈조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Asahi Shuzo International Co., Ltd.)와 미국에서 일본술
사케의 교육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허드슨 밸리에 뉴욕에서 가장 큰 일본술 사케
양조장과 최초의 사케 양조장을 설립한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어브 아메리카(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IA) 사이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아사히 슈조(Asahi
Shuzo)의 지원을 받는 인스티튜트 어브 아메리카(CIA)는 커리큘럼, 인증 프로그램,
워크숍, 특별 행사, 시식 행사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협업의 일환으로 아사히
슈조(Asahi Shuzo)는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어브 아메리카(CIA) 캠퍼스에서 1 마일도
안되는 하이드 파크에 미국에서 자사 양조장을 처음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9 번
도로(Route 9)와 세인트 앤드루스 로드(St. Andrews Road)의 코너에 위치하는 새로운
양조장의 건설은 2019 년 초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8 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이 사케 양조장은 연간 332,640 갤론의 사케를 생산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아사히 슈조(Asahi Shuzo)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서 최대 588,235 달러의 실적 기반 세금 공제를 일본술 양조장에
제공했습니다. 아사히 슈조(Asahi Shuzo)는 이 시설에 2,8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 32 개를 만들 것입니다.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어브 아메리카(CIA)와 아사히 슈조(Asahi Shuzo)는 또한 사케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의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 가능성과 함께 식품의 맛과 요리
기술을 확대하는 데 일본술 사케와 사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파악하기 위해 연구 개발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지역 도로 및 교량 재건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는 칩스 프로그램(CHIPS program)을
통해 조성된 미드 허드슨 밸리의 지방 도로 및 교량을 위한 기금 4,74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미드
허드슨 밸리의 지방 도로를 위한 지원금으로 1,08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예산은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5,670 만 달러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에 48 억 달러의 기록적인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여성 관련 어젠다 추진
Cuomo 주지사는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 안전, 직장, 가정 생활의
기회를 장려하는 30 건 이상의 제안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뉴욕을 위한 2018 여성
어젠다(2018 Women's Agenda for New York)를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개인에
대한 성희롱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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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지사는 종종 “복수 포르노”로 알려진
“성행위 동영상 폭로 협박”과 동의하지 않은 포르노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계획의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주지사의 2018 년 여성 어젠다(2018 Women's Agend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 여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정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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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적인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경범죄 및 비폭력 중죄 혐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금전적인 보석금을 제거한다.
(1)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와 정보, (2) 의도된 전시품, (3) 전문가 의견 증거, (4)
증인의 범죄 기록 정보, (5) 수색 영장 정보 등을 비롯한 정보 공개를 적시에
포함하도록 공판 전 증거 제시 절차(discovery process)를 확대한다.
구금된 사람들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구금된 사람들도 구속을 요구하는 법원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 및 연기를 줄이고, 판사가 반드시 승인해야하는 신속한
재판 면제에 동의해야 하며, 검찰이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불필요하게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체포되지 않은 경우 모든 자산 압류(asset seizure)를 금지하고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과 지방 검사의 보고 요건 강화,
수감 생활 후,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개인의 지역사회 복귀 절차 개선.

민주주의 어젠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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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

디지털 정치 광고의 투명성 증진,
유료 인터넷 및 디지털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정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뉴욕주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o 플랫폼 게시를 위해 사람이나 그룹이 구매한 모든 정치 광고의 공용 파일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요구합니다
o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의 개인 및 단체가 정치
광고를 구매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요구합니다
o

•
•
•
•
•
•

사전 투표 도입,
자동 유권자 등록(Automatic Voter Registration) 절차 채택,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뉴욕주 전 지역의 선거 사이버 보안 복원성 강화 및 선거 교란 행위 방어,
선거 지원 센터(Election Support Center) 설립
선거 사이버 보안 지원 툴키트(Elections Cyber Security Support Toolkit) 개발 및
배포

교육에 대한 투자
K-12 교육 시스템 지원
2019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9 Budget)은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 성과를
강화하고 고품질 학습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진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은 총 3.41
퍼센트 증액해서 2,200 만 달러가 증액된 재단 지원금(Foundation Aid)을 포함한

7,980 만 달러로 미드 허드슨 밸리의 학교 보조금을 증액하여 주지사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획기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유지
이 예산은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소득
자격을 11 만 달러로 올립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2
년차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1 억 1,8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미드 허드슨 학생의 41 퍼센트 또는 17,200 여명의 정규 과정 풀타임
학부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미드 허드슨 밸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본 기금으로 1,200 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환경 보호 및 조성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역사적인 투자 유지
20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9 State Budget)은 이 프로그램의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기금인 3 억 달러를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에 대한 투자
뉴욕 웍스 프로그램(New York Works Program)에는 뉴욕 공원에 대한 자본금 유입을
지속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주립공원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지원금 9,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 행복에 투자
오피오이드 확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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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또한 이번
주에 11 가지 종류의 펜타닐 유사 약물을 뉴욕주 규제 약물 목록에 추가하고, 연방 정부
규제 목록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약물을 뉴욕주 규제 약물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에게 부여하기 위한 30 일간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일반적으로 K2 라고 불리는 36 종의 화학
화합물을 주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controlled substances list)에 등재하는 추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 유지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연방 정부의 조치 및 프로그램의 종료와 관계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뉴욕에는 대략
42,000 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거주하며, 그중
대다수는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시 고용 기반 건강 보험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은 컬러 오브 로(Color of Law)에 의한
영구거주자(Permanently Residing Under Color of Law, PRUCOL)로 간주되며,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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