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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뉴욕 주민을 위한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K-12 교육에 대한 사상 최고의 투자 단행, (2) 미국을 선도하는 여성 어젠다
제정, (3) 21 세기형 교통으로 이끄는 솔루션 개발, (4) 연방 정부 세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 보호, (5) 중산층 강화, (6) 모든 주민을 위한 성장을 주도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단행. 8 년 연속 균형 예산으로 짜여진 예산은
주정부 지출 증가를 2 퍼센트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7 년 동안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진보적인 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대담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 워싱턴이 힘을 합쳐 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뉴욕이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성희롱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지책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가능하게 만든, 비밀에 가려지고
강압적인 모든 관행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종식시킬 것입니다.
뉴욕은 또한 이 뉴욕주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경제적인 화살인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제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통한 연방 정부 조세법의 공세로부터 뉴욕 주민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한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예산은 또한 교육에 대한 기록적인 재정 지원으로 뉴욕의 미래를 보호하고, 새로운 재정
개혁을 통해 지원금이 분배되는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예산은 또한 실패한 관료주의 때문에 곰팡이, 납 페인트 등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난방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주택 단지의 세입자들과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불의를
견뎌야 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민 중 가장 취약한 주민들도 재정 지원합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의 주요 안건:
•

•
•
•

•

•
•
•
•
•
•

•

•
•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 지출액은 8 년 연속 2 퍼센트
증가율을 유지한 1,001 억 달러입니다.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은 연방 정부 기금 및 자본금을 배제한 것임).
2019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지출 총액은 1,683 억 달러임.
새로운 주정부 세제 규정으로 연방 정부 조세법 시행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합니다.
600 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가구당 평균 250 달러를 감세하고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700 달러를 감세하는, 42 억 달러 규모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Middle Class Tax Cut)를 단계별로 지속합니다.
교육 보조금(Education Aid)을 약 10 억 달러(3.9 퍼센트) 증액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2018-19 학년도에 기록적으로 총 267 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액수는 2012 년 이후 36 퍼센트 증액된 금액입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 보조금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2,5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법의학 강간 증거 키트(Forensic Rape Kits)의 보관기간을 30 일에서
20 년으로 연장합니다.
뉴욕의 선거가 외부의 영향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호 방안을 실시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양질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감독 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뉴욕시 주택청(NYCHA)에 역사적인
액수의 새로운 지원금 2 억 5,000 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 시설(Rikers Island Jail Complex)을 대체할 새로운
교정 시설 건설,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rooklyn-Queens Expressway,
BQE) 프로젝트, 뉴욕시 주택청(NYCHA) 프로젝트의 신속한 건설 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법안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고등 교육을 위해 2012 회계연도(FY 2012) 이후 15 억 달러 내지 25
퍼센트 증액된 주정부 지원금 76 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지속하기 위해 1 억
1,8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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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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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료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서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뉴욕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에 12 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오피오이드 관리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수립합니다.
지하철 성능 및 정비 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위해 8 억
3,600 만 달러 규모 계획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뉴욕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을 완전히 재정 지원합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뉴욕시 대중 교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이
조달되도록 돕기 위해 맨해튼의 96 번 스트리트(96th Street) 남쪽에서 임대
차량에 2.75 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현재의 뉴욕시 버스 카메라 프로그램(New York City Bus Camera
program)을 확대하고, 해당 카메라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며, 대중 교통 서비스를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버스 차선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최소한 50 대의 새로운 교통 감시 카메라 설치를
지시합니다.

뉴욕 경제의 경쟁력 유지
연방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부터 뉴욕 주민 보호: 최근 제정된 연방 세법은 많은 뉴욕
주민에게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이 법은 중산층 가정의 재산세 및 주정부 소득세를 2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
정도 효과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정부의 계획과 소득세 공제 제도 및
재산세 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세에
대처하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
•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자선 기부 확대: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따라 주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 새로운 자선 기부 기금을
창설하여 뉴욕의 건강관리와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기부금을
받습니다. 납세자는 공제금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이러한 자선 기부금을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금 환급 공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한 모든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기부한 기부금의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금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 법안은
교육청과 기타 지방정부가 자선 기금을 설립하도록 승인합니다. 이 기금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과 비례하여 같은 금액의 지방 정부 재산세를
감세(지방 정부 세금 공제금의 형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
ECEP)의 대안 수립: 연방세 개혁법이 개인에 대한 주 및 지방세 공제금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기업은 이런 한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따라,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 체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고용주는 직원당
40,000 달러를 초과한 모든 연간 급여액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3 년 이상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공제는 임금에서 떼는 개인
소득세를 삭감하여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의 대상이 되는 주세
신고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연방 정부 세법으로부터 분리: 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필요 시 연방세 인상으로만 초래되는 15 억 달러 이상의 주세 인상을 막기
위해 주세법을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중산층 감세의 단계별 지속: 이 예산은 중산층 감세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2018 년에 평균 감세액은 총 250 달러가 될 것이며, 완전히 효력이 발생할 경우 뉴욕
주민 600 만 명이 연간 평균 700 달러씩 감세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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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카운티 차원의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중산층 가정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지방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재산세 감세 계획에
포함된 공유 서비스 조치로 주정부가 절감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2 억 2,5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카운티 차원의 공유 서비스 패널 제도를 향후 3 년간
계속 운영하고, 지방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적인 장애물을
개정합니다.
자발적인 퇴직 연금 프로그램(Voluntary Retirement Savings Program) 수립: 이
예산은 퇴직 연금 계획을 미리 제공하지 않은 민간 고용주의 직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개인 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급여 공제 등록 프로그램인 뉴욕주의
안전한 선택 연금 프로그램(New York State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을
승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계획의 혜택이 없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퇴직 연금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뉴욕주의
고용주들이 자체적인 퇴직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데서 생기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업이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재산세 감세 공제(Property Tax Relief Credit) 지속: 2015 년에 제정된 재산세
공제(Property Tax Credit) 제도로 올 해에만 주택 소유자 260 만 명의 지방 정부
재산세가 평균 380 달러씩 감세됩니다. 2019 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 13 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감세하여 평균 530 달러씩 공제하게 됩니다.
평등 교육(Education Equity)에 투자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2018-19 학년도에 267 억 달러로 책정되어
2012 년 이후 36 퍼센트 증액된, 교육 보조금(Education Aid)의 연간 3.9 퍼센트 늘어난
10 억 달러 증액을 통해 평등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강력한 공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 투명성 요구: 뉴욕주는 미국의 어느 주보다 많은 돈을 학생 일인당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투명한 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다. 예산안 합의에 따라, 2018-19 학년도에
중요한 주정부 지원을 받는 76 개의 대규모 교육청은 학교 차원의 보조금 할당 자료를
일반 대중,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SED), 예산국(Division of
Budget, DOB)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s) 확대: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뉴욕에서 지원이 절실한 학교를 커뮤니티 스쿨로 전환하려는 주정부의 공약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은 커뮤니티 스쿨 지원금을 5,000 만 달러 증액하여 총 2 억 달러로
증액할 것입니다. 이 증액된 지원금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햑교가 있는 지역 그리고 또는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또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예산으로 커뮤니티 스쿨 지원금
최소 액수가 10,000 달러에서 75,000 천 달러로 증액됩니다.
생애 첫 1,000 일(First 1,000 Days of Life) 지원: 예산은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및 그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기본
구조는 생애 첫 1,000 일 이내에 개발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확대: 이 예산에는 3 세 및 4 세 아동 3,000 명을 위해 양질의 반일 및 전일
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1,500 만 달러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 지속: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제 2 차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에 1,0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6,250 명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노숙을 경험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s) 증가: 기존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이 예산은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 프로그램 15 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9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확대 계획은 졸업률 또는 대학 입학률이 낮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산업과 새로운 학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고등 교육에 76 억 달러 투자: 이 법안은 2012 회계연도(Fiscal Year 2012) 이후로 15 억
달러 또는 25 퍼센트 증액된 주정부 지원금 76 억 달러를 뉴욕주 고등 교육에
제공합니다. 이 투자에는 대학 수업료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서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뉴욕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략적인 프로그램
지원금 12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셀시어 무상 등록금 프로그램(Excelsior Free Tuition Program) 2 단계 출범: 2019
학년을 위해, 최고 11 만 달러의 가구 소득이 있는 뉴욕 주민까지 대상이 되도록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산에는 엑셀시어 프로그램(Excelsior
program)으로 학생 약 27,000 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1 억 1,8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뉴욕주 학비 보조 프로그램(New York State Tuition Assistance
Program)을 포함한 다른 등록금 지원과 더불어,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될 경우,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정규 학생 중 약 53 퍼센트, 즉 21 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무상
등록금 제도를 통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를 위한 지원금 부양: 이 예산은
모든 이가 양질의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예상 수업료를 낮게
유지하면서 대학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2 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정
자원을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 제공합니다.
뉴욕의 사립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학생들 지원: 이 예산에는 강화된 수업료 지급
프로그램(Enhanced Tuition Award program)의 두 번째 단계를 지원하는 2,29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사립 대학교에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 대학 수업료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매칭 펀드를 제공하고 수업료를 동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고 6,000 달러까지 재정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요건에 맞는 유연성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뉴욕의 사립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뉴욕 주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40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예산에는 학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생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대학 공동체에 경제적 개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대학의 전략적인 자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보조금 3,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교육 및 노동 연구를 위한 Murphy 연구소(Murphy Institute for Worker
Education and Labor Studies)를 뉴욕 시립 대학교 노동 및 도시 연구 학교(CUNY
School of Labor and Urban Studies)으로 확대: 일하는 성인의 고등 교육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1984 년 뉴욕시 노동 조합과 협력하여 설립된 노동자 교육 및 노동
연구를 위한 Joseph S. Murphy 연구소(Joseph S. Murphy Institute for Worker Education
and Labor Studies)는 현재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시스템을
통해 1,200 명 이상의 성인 및 정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자격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노동, 도시 연구,
근로자 교육 및 노동력 개발 등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구성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연구소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비증과 그리고 노동 담론의 중심부로서 수행하는 귀중한 역할을 인정 받아
뉴욕 시립 대학교 노동 및 도시 연구 학교(CUNY School of Labor and Urban Studies)를
확장하기 위한 300 만 달러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 기관이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를 중지하는 행위 금지: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를
중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9 개의 주가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
중지를 허용하며, 1 개의 주가 운전면허 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며 그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현재와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성 관련 어젠다 추진
성희롱 근절: 이 예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주도하는 다면적인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모든 주정부 계약업체들이 성희롱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을 교육시켰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용 계약 시 의무적인 중재 조항(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

•

성희롱과 관련되어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어 지급된 모든 주정부
지불금이나 공적 지불금을 상환할 것을 주정부나 모든 공공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비공개 계약은 기밀 유지 조건이 피해자가 분명하게 선호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가 모델로 제시된 정책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초과하는
유사한 정책을 체택하거나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과의 협의하에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성희롱 정책을 수립합니다.
업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해 업무 현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계약업체, 하청 업체, 공급 업체, 컨설턴트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성적 강요 근절: 이 예산에는 타인의 건강, 안전, 사업, 경력, 재정 상태, 평판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위협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간 증거 키트(Rape Kit)의 보관기간 연장: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생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의 보존 기간을 30 일에서
20 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법안 재승인: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올해 만료 예정인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프로그램을 1 년간 연장합니다.
공공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및 수유실 이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이동 탁자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완전히 새로 지었거나 개조된 건물에
요구되는 뉴욕의 통합 건축 규정(Uniform Building Code)을 개정합니다. 이동 탁자는
남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층마다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
탁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예산은 특정 주정부 청사에 필요한
수유실을 승인하며 성인이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연구를 승인합니다.
경찰관과 수감자 사이의 성적 접촉 금지: 수감자는 현행법에 따라 교정 요원 또는 보호
관찰관의 요구를 승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수감자를 감독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희롱과 학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의 커다란 허점인 경찰관의 경우,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경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수감자와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여 법의 이러한 허점을
시정합니다.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수정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에 대한 접근 방법 개선: 모든 상업 의료 보험은 현행법에 따라 대부분의 불임
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체외 수정(IVF) 치료는 주요 예외 사항입니다. 금융
서비스 감독관은 뉴욕 주민들의 성적 지향이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불임 치료 및 수정
보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체외 수정 프로그램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보육 시설을 뉴욕 주민 가정에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 조성 확대: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ies)은 보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부모와
보육사를 도와줍니다. 가족들은 주정부의 저소득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일하기 위해
보육이 필요하거나 직장을 찾거나 직업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2018 회계연도 예산(FY
2018 Budget) 수준보다 700 만 달러가 증가한 육아 보조금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늘리고,
최근 삭감액을 회복하고 기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기금을
조성하여 추가로 육아 보조금 1,0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Child Care Tax Credit)
지속: 2017 년에 근로 가정의 보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확장은
20 만 가구에 대한 수당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가족을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서 도움이 필요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Child Care Tax
Credit)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생리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차터 스쿨을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6-12 학년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 용품을 무료로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 위생
용품은 화장지와 비누처럼 필요하지만 사용하기가 힘들거나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무료가
아닙니다. 한달에 한 패키지 당 7 달러에서 10 달러에 달하는 패드나 탐폰 상자와 같은
물품을 단순히 공급하면 형편이 힘든 가정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뉴욕주가 불평등과 부정적 인식이라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해줍니다.
주정부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에 여성 건강에 관한 전문가 및 건강
불균형에 관한 전문가 추가: 2019 회계연도 예산안(FY 2019 Budget)은 주정부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의 의사들 중 한 명은 여성 건강에 관한
전문가이어야 하고 의사 중 또 다른 한 명은 건강 불균형에 관한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기증자 모유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 제공: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필요한 영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유를 섭취할 수 었는 조산아 또는
조기 분만아를 위한 기증자 모유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 교육을 쉽게 접하게 하여 성별 격차 해소: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으로 기존의 컴퓨터 과학 교육 표준을 검토하여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모델 컴퓨터 과학 표준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합니다.
세입자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뉴욕시 주택청(NYCHA)에 2 억 5,000 만 달러 투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지사와 주의회 리더들은 뉴욕시 주택청(NYCHA)의 주택 재고
상황과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 억 5,000 만 달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제대로 할당되어
사용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시설을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와
관련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투자로 뉴욕시 주택청(NYCHA)에 대한
주정부의 총 지원금은 5 억 5,000 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를 통해 중요한 프로젝트을 신속하게 진행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 시설(Rikers Island
Jail Complex)을 대체할 새로운 교정 시설 건설,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rooklynQueens Expressway, BQE) 프로젝트, 뉴욕시 주택청(NYCHA) 프로젝트의 신속한 건설
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법안을 포함합니다. 설계 시공 일괄 공사에
대한 승인의 결과로, 뉴욕시는 건설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10 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세기 교통 인프라에 투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지하철 실행 계획안(MTA Subway Action Plan) 지원: 8 억
3,600 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지하철 실행 계획(MTA Subway
Action Plan)이 시스템 정지, 고장, 지연, 고객 서비스가 악화되는 문제, 미래의 현대화를
위해 시스템을 배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시정부가 이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대단히 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을 전반적으로 재정 지원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4 월에 지원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2018 년 말까지 전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임대 차량에 2.75 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법 제정: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대한 장기 기금 조달 방법을 수립하고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96 번 스트리트(96th Street) 아래 지역에서 임대 차량에 추가 요금을
주과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 추가요금은 임대 차량의 경우 2.75 달러, 영업용 택시의
경우 2.50 달러, 공동으로 운용하는 차량의 경우 0.75 달러입니다. 이 기금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록 박스(lock box)”에 들어가며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 외부 자치구로 이동하는 교통 개선, 뉴욕시 일반 교통 계정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기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버스 차선 단속 카메라 최소 50 대 제공: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버스 차선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96 번 스트리트(96th Street) 아래 지역에서 최소 50 대의 새로운
교통 모니터링 카메라를 운영하도록 뉴욕시 대중 교통 SBS 버스에 장비 장착을
지시함으로써,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맨해튼의 센트럴 비즈니스
구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의 교통 혼잡을 즉시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용
버스 차선을 가로 막는 운전자와 배송 트럭들이 버스 지연 사태와 교통 혼잡의 커다란
원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으로 급여 이동세(Payroll Mobility Tax, PMT) 수익
이전: 주정부는 현재 급여 이동세(PMT)를 징수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교통청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 이 예산안을 통해 법을
개정합니다. 주 의회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일은 새로운 공제에 따라 채권
소유자에게 약속한 급여 이동세(PMT) 수익은 예산에 책정되지 못할 위험이 없으며 급여
이동세(PMT) 영수증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보다 시기 적절하게 수령하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서 공공 안전 개선: 대단히 낡은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시설은 현재 공공 안전 및 교통 요건에 상당히 미달하기 때문에 공공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공조하여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리더, 비즈니스 그룹, 연방 정부, 시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로어 허드슨 트랜짓 링크(Lower Hudson Transit Link) 버스 운행 서비스 개시: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로어 허드슨 트랜짓 링크(Lower Hudson Transit
Link)가 2018 년 거버너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를
통과하는 버스 운행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800 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지방 고속도로 및 교량과 대중 교통에 대한 기록적인 공약 유지: 통합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Consolidate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 및 지자체 도로 및
고속도로 프로그램인 마키셀리 프로그램 (Marchiselli program)에 대한 기금은 4 억

7,780 만 달러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 및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이 각각 1 억 달러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제외한 뉴욕주 전 지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전에 계획한 금액 외에 악천후로 인한 겨울철 도로 정비 공사 지원금
6,500 만 달러와 더불어 자본금 2,000 만 달러 및 운영 기금 500 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어젠다 강화
온라인 정치 광고의 투명성 강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1) 유료
인터넷 광고 및 디지털 광고를 포함하는 정치적 소통에 관한 뉴욕주의 정의를 확대하고,
(2)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이나 단체가 구매한 모든 정치 광고의 파일을 플랫폼에 유지
보관하도록 하며, (3)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외국의
개인과 단체들이 정치 광고를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선거 인프라 강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다음과 같이 뉴욕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4 가지
다면적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금 5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선거 지원
센터 설립, (2) 선거 사이버 보안 툴킷(Election Cyber Security Toolkit) 개발, (3) 주정부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State and 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대한 사이버 위험
취약성 평가 제공, (4) 주정부 기관에 데이터 유출 사실을 보고하도록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요구.
뉴욕주 급여 위원회(State Pay Commission) 설립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뉴욕주 급여 위원회(State Pay Commission)의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상소법원(Court of Appeals) 및 뉴욕주 법원의 법원장,
뉴욕주 감사관, 뉴욕시 감사관, 전직 뉴욕시 감사관, 전직 뉴욕주 감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는 주의회와 특정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적절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 기아 구호(No Student Goes Hungry) 보장:
이 예산에는 아동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 배경, 재정적인 상황이 각각인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은 현지 농산물로 만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인
포괄적인 학생 기아 구호(No Student Goes Hungry)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 위한 법안과
추가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주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재배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향상된 학습 경험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
•
•

아이들을 선별하거나, 식사량을 덜 제공하거나, 급식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인 수치스러운 급식 관행(meal shaming)을
금지합니다.
하루가 시작된 후에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첫 수업 종이 울린 후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확대
학교에서 현지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민자 권리 방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해 주정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기금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출범시켰습니다. 선도적인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S-13 갱을 퇴치하기 위해 인원 보충 경로 차단
MS-13 은 1980 년대 미국에서 자생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이 갱단은 다양한 범죄
행위와 특수 폭력 행위를 일삼는 조직으로서 단지 갱단의 악명을 높이기 위해 잔인한
폭력 행위에 자주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롱아일랜드의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이들 갱단과 직접 연관된 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롱아일랜드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회 프로그램과 갱단 활동을 대체할 프로그램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1,600 만 달러 규모의 종합적인 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
•
•

갱단 활동이 잦은 지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직업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학생들에게 갱단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를 중점으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 관리를 비롯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 특히 이민
어린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확대합니다.

•

갱들이 활동하는 분쟁 구역 파악 및 참여 또는 늘어난 서비스에 대한 부서
및 지역사회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관 6 명, 수사관 3 명,
수석 수사관 1 명, 감독관 1 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원팀(Community
Assistance Team)을 롱아일랜드에 배치합니다.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을 주도하는 활동
뉴욕주 노동부의 임금 착취 사건 처리 및 착취 임금 회수 측면의 성과는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11 년 이후, 이 기관은 다른 주보다 많은 규모의 2 억 5,000 만 달러
상당의 착취 임금을 회수했으며, 임금 착취로 피해를 입은 215,000 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110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는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돌려주기
위해 수사관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1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 보호
미국 최초의 오피오이드 관리 기금 설립: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참혹한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개인들에 대한 중독 예방, 치료, 회복에 관한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1 억 달러의 기금으로 오피오이드 관리 프로그램(opioid stewardship
program)을 만듭니다. 이 예산에 포함된 법에 따라 소비자가 아닌 산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합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확산 근절: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 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주거용
서비스 기회, 대중 인식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운영 및 자본 지원에 3,000 만 달러(5 퍼센트)를 증액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 적자를 위한 기금 조성: 이 예산은 뉴욕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확장을 보장하고, 연방 기금의 손실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처음에 보험사 전환 거래나 유사한
거래로 얻는 자금으로 채워집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출범
200 억 달러 규모의 저렴한 노숙자용 주택 및 서비스 프로그램(Affordable and
Homeless Housing and Services Initiative) 유지: 이 예산은 10 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000 가구를 위한 지원 주택을 만들고 보존하는 일을 계속 지원합니다.

노숙 경험을 가진 개인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의료 서비스 증진: 기존의
노숙자 대피소에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대피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는 적극적인 공동체 치료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s)이 기존의 대피소와 연결되어 정신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및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은 뉴욕주 전 지역의 기존
피난처 14 곳에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를 현장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에 봉사 활동 및 종합적인
노숙 문제 대처 계획 요구: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거리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된 봉사 및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모든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s)에 요구합니다.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주변을 따라
지속되는 구호 및 복구 활동
이 예산에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주변에 거주하는 가정들이 수개월 간에 걸친 장기간의 홍수로부터 벗어나서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9,500 만 달러에 이르는 총 기여금에
추가로 투자하는 4,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는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유가, 오스위고 카운티 등이
포함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 완공: 이 예산에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를 위한 자본금 5,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공원 완공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예산에는 뉴욕시가 공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매칭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하구 관리 계획(Estuary Management Plan)이 완료되도록 보장하고 해양 보호
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유해 녹조(Harmful Algal Blooms) 공격: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자원을
사용하여, 주정부는 업스테이트 뉴욕 수역의 유해 녹조 번식에 대처하기 위해 6,500 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자원은 유해 조류 번식을 촉발시키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 계획에서 사용될 것이며, 새로운 모니터링 기기 설치 및 처리
기술을 포함하여 실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깨끗한 물 인프라 법 (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유지: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식수 및
폐수 인프라와 식수원 보호 조치에 투자하는 주정부의 다년간의 역사적인 25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속합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위한 기금 기록 경신: 예산에서는
환경보호기금(EPF) 자금도 3 억 달러로 계속 유지시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점검: 이 예산은 나이아가라 폴스 폐수 처리 시설(Niagara Fal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에서 종합적인 인프라 및 운영 개선 방법의 제 1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2,0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New York Youth Jobs Program) 확대
뉴욕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New York Youth Jobs program)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도시 및 타운에 거주하는 16-24 세의 직업이 없는 불우한 처지의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올버니, 버펄로, 뉴욕, 로체스터, 스키넥터디, 시러큐스, 마운트 버논,
뉴로셸, 유티카, 화이트 플레인스, 용커스, 브룩헤이븐, 헴스테드. 31,000 명의
젊은이들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이 프로그램의 성공 덕분에, 이 예산은 처음
6 개월까지 매월 500 달러에서 750 달러로 50 퍼센트, 그리고 각 직원은 2,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50 퍼센트의 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각 직원의 경우 6 개월 후 추가 기간
동안 정규직 최대 공제액이 7,500 달러인 조건으로 고용됩니다.
경제 성장 및 개발 촉진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
유지: 2011 년 주정부는 장기적인 지역 전략 경제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10 개의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REDCs)를 설립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총 7 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7 차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REDC)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다음 라운드 출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다운타운 지역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제 3 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1 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로체스터의 포토닉스 어트랙션 펀드(Photonics Attraction Fund) 설립: 뉴욕주는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에서 제조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통합 포토닉스 회사를
유치하도록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관리되는 포토닉스 어트랙션 펀드(Photonics Attraction
Fund)에 3,000 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임 포토닉스(AIM
Photonics) 컨소시엄 덕분에, 핑거 레이크스는 이미 포토닉스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적인 주정부 지원금은 미래의 비즈니스 및 일자리를
뉴욕주에 유치하기 위해 이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제조 촉진: 주정부는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2018
회계연도(FY 2018) 년에 이루어진 대마 연구, 생산, 가공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은 서던 티어에 새로운 320 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대마 가공 시설을 위해 65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농민들이
양질의 제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부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천
파운드의 산업 대마 씨앗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고유한 뉴욕 종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씨앗 인증 및 육종 프로그램(seed certification and breeding
program)에 200 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의 산업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연구자, 학계와 기업 및 처리업체들을 모으기 위해,
마침내 뉴욕은 2 월에 산업용 대마 연구 포럼(Industrial Hemp Research Forum)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과학에 대한 투자 촉진: 이 예산에는 공공/민간 공동 연구 및 개발 협력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생명 과학 공공 보건 연구소 건설을 지원하는
6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재건 세금 공제(Historic Rehabilitation Tax Credit) 연장 및 강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 협약은 2025 년까지 주정부 상업 및 주택 소유자 재건
세금 공제 프로그램(State Commercial and Homeowner rehabilitation tax credit
program)을 재승인하고, 주정부 상업 공제액이 연방 정부 공제액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에 투자: 이
예산에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을 위한 다음 사항들을 비록하여 신규 자금 지원에
6,250 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1) 올림픽 시설 및 스키 리조트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업그레이드 및 근대화 계획에 5,000 만 달러, (2) 중요한 정비 및 에너지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위해 1,000 만 달러, (3) 뉴욕 웍스(New York 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예산으로 책정된 250 만 달러.

노스 컨트리 민박 강화: 주정부는 노스 컨트리 지역에 노스 컨트리 (North Country) 관광
산업을 강화하고 숙박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스 컨트리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애디론댁 및 사우젼드 아일랜드 지역의 숙박 시설 개발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및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1,30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를
위탁할 것입니다.
1 억 7,500 만 달러 규모의 인력 프로그램 수립: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기업의 단기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인재 파이프 라인을 개선하며 수습 기회를
확장하고, 청정 에너지 및 기술에 관련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 분야의 장기적
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지역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투자에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은 경력 단절에
직면한 여성, 청년 및 기타 주민의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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