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워싱턴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패배할 것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는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가 

건강보험에서 세제 개혁과 연방 예산에 이르기까지 어젠다를 변경해 가며 워싱턴에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관해 기고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패배할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난 주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건강보험의 큰 실패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으로 지내는 것과 여당으로 성공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정당에 대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공화당이 중점적으로 행한 일은 정치적으로 (Barack) Obama 대통령 

때리기 아니면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정도였습니다. “단지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 부친은 “우리는 시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만 산문으로 통치합니다.”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공화당 버전은 “우리는 미사여구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성당원들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중도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정책들은 실패할 것이며 실패해야 합니다. 

 

http://www.nydailynews.com/news/politics/cuomo-republicans-smart-lose-article-1.3009903


따라서 지금 코스를 바꿔어야 합니다. 공화당의 어젠다는 세제 개혁과 연방 예산 논쟁의 

현재 프레임으로 인해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실패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포용적인 사회 정책과 진보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큰 

주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분명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주세 및 지방세 공제 중단안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메사추세츠주에 대해 직접 공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제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들리지만 그 효과는 간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실패했지만 여러 번 

시도되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납세자를 위한 현재의 세액 공제를 중단할 경우,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개인 과세 대상 소득이 세금 부과 목적면에서 

효과적으로 인상됩니다. 

 

인프라, 사회 복지, 교육, 건강보험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주들이 이러한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 세액 공제를 중단할 경우, 과세 등급에 따라 주세 및 지방세를 

20퍼센트에서 44퍼센트까지 효과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입니다. 

 

사회적 재화에 대한 지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주들은 두드러지게 민주당 

성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주들과 경쟁하고 있는 해당 주들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심지어 의료보험 개혁법안인 

적정부담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토론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반대 세력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들 및 연방 하원의원들은 귀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제 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연방 예산도 곧 논의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세력은 또한 약속한대로 도시 지역과 가난한 농촌 지역의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감은 경감하고 국방비 지출은 막대하게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할 공산이 큽니다. 

의료 연구, 방과 후 프로그램, 가정 난방 보조를 포함한 환경, 인프라, 기타 기본 우선 

과제들을 위한 보조금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예산은 다시 한번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 전임 장관으로서, 저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민주당의 가치이자 도시 계획 프로그램의 상징인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를 얼마나 공격하고 싶어하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안된 삭감액이 뉴욕주의 경우 연간 12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뉴욕과 같은 주들에 대한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워싱턴의 혼란은 이미 여러 

주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보류중인 연방 조치에서 만일의 사태들이 

연속으로 발생하여 우리가 예산을 완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제 정치적 양극화를 종식시킨 후에 

민주당과 공통된 견해를 찾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미국인들을 패자로 

희생시키면서 일부 미국인들을 승자로 만들지 않는 정책들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떤 보트도 침몰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보트를 들어 올리기 바랍니다. 이제 배가 암초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코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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