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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에 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연방 정부의 예산안은 위험하고 무모하며 미국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의회 차원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이 예산안은 1세기가 넘게 양당의 

남녀의원들이 소중히 아끼고 지켜온 정책과 입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의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뉴욕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연방 기관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몰상식한 삭감 가운데는 뉴욕과 뉴저지 사이의 

게이트웨이 터널 (Gateway Tunnel) 프로젝트 및 뉴욕주 전 지역의 다른 교통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금을 삭감하는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주요 기금 삭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뉴욕 및 미국 전 

지역에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기금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국립예술진흥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해체를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문화 유산의 엔진 중 하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청정 전력 계획 (Clean Power Plan)에 대한 지원을 모두 철회하고, 

뉴욕의 청정 수자원 및 환경 자원 보호에 필수적인 원조가 끊어지도록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위한 기금을 폐지합니다. 동시에 이 예산안은 

우리의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기금을 삭감하고 뉴욕주 전 지역을 황폐화시킨 

혹독한 기상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은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개발 정액교부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을 

삭감하도록 주택 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부서에서 60억 달러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택 도시개발부 (HUD)의 전임 장관으로서, 

저는 이 부서에서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삭감들로 인해 뉴욕과 미국 전 지역의 취약 계층의 근면한 미국인들은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무모한 삭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해 보다 많은 감세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을 

만큼 추운 겨울에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 매일 통근할 때마다 몇 시간씩 교통 정체 속에 갇혀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워싱턴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이 예산안에는 연민과 돌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의미하는 것과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기 이상의 것을 세계에 제공해 왔습니다. 항구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은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신은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뉴욕은 수세기 동안 미국을 전 세계의 등대로 만들어 온 그 원칙을 위해 항상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차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들에 투자하기 위해 뉴욕 의회 대표단과 계속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e pluribus unum)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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