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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 및 중산층 세금 인하 시행
대리모 합법화
전국 최초 국내 테러법 제정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경우 뉴욕주 총기 면허 취득 금지
가향 전자 담배를 금지 및 인슐린 공동 지불 상한을 매달 100 달러로 제한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핑크 택스' 금지
수압 균열법 및 스티로폼 유통 사용을 영구 금지
Cuomo 주지사: "'올해는 특이하군. 최소한의 일만 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냈습니다."

주지사의 유튜브(YouTube) 연설 동영상은 여기에서, TV 화질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어젠다의 추진을 위한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FY2021 Enacted Budget)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계속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하고, 대리모 합법화를 포함한 다른 진보적인 우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예산에 따라 또한 "Josef Neumann 협오 범죄 국내 테러법(Josef Neumann Hate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몬지에서 칼에 찔리고 지난 월요일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명명되었으며,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발생한 혐오
살인 범죄를 국내 테러로 정의하고 테러와 동일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예산에 따라,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뉴욕 총기 면허 취득을 금지하여
법적인 허점을 봉쇄합니다. 또한 판사들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MTA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가향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인슐린 공동 지불 상한을 매달 100 달러로
지정하여 공중 보건을 장려할 것입니다.
예산은 또한 '핑크 택스'를 제한하여 성별 기준 가격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정 예산은 또한 천연 자원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 법으로 수압 균열법을 영구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를 위한 지출액 100억
달러 감축을 승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능을 발휘하고 이 뉴욕주의 사람들을 위해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예산으로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이니셔티브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Heastie 의장, StewartCousins 대표, 모든 입법부 의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특이하군. 최소한의
일만 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냈습니다. 올해 이러한 조치가 행해졌다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2021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제정 예산 주요 내용
뉴욕 주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실시: 뉴욕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뉴욕주의 모든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뉴욕 주민인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직원이 5명에서 99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연간 5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연간 최소 7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매년 5일간의 무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이러한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뉴욕주의 대리모 합법화: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성소수자(LGBTQ) 커플과 난임
커플을 돕기 위해 뉴욕주에서 대리모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와 대리모를 위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리모 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당사자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모 권리 장전(Surrogates' Bill of Rights)을 만들어 대리모가
임신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포함한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의뢰한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여 대리모가 종합 건강 보험의 혜택을
수령하고 자신이 선택한 독립적인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법안은 개인 중 한 명이 비생물학적 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 입양"으로 알려진
과정을 간소화하여 부모임을 확립할 수 있는 간결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뉴욕 혐오 범죄 반테러법" 통과: 2021 회계연도 예산은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최고형인 A-1급 중범죄로 "혐오 동기의 국매 테러"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주정부 경계 바깥에 있는 총기 허점 봉쇄: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뉴욕에서
저지른 경우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를 뉴욕 외에서 저지른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뉴욕
라이선스 제도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총기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제정 예산에는 또한 주 내의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의 범죄 총기 추적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ATF)의 이트레이스(eTrace)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범죄 총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정
예산에는 뉴욕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개인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을 개정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노숙자를 위한 주택 및 서비스: 뉴욕의 노숙자 커뮤니티와
정신질환자들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이러한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및
추가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포괄적인 담배 통제 정책 제정 Cuomo 주지사는 유해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을
막음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정 예산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사전 승인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향 특성이 있는 전자 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약국에서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전자
액체 제품의 배송을 뉴욕주 면허를 가진 베이핑 소매업체로 제한하고, 학교 근처에 담배
및 베이핑 제품 전시를 제한하며, 베이핑 제품 제조업자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 및 일반 대중에게 의도에 관계 없이 추가된 성분, 부산물,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캐리어 오일 사용을

금지하며, 쿠폰 및 제조업자 할인,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불법
판매 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처방약: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 부분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슐린 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매월
100달러로 제한해 당뇨병 환자가 복용량을 제한하거나 복약을 건너뛰고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게 만드는 인슐린 비용 상승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정 예산은 캐나다 의약품 수입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이익을 연구하고 검토를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계획을 제출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수립할 것입니다.
핑크 택스(Pink Tax) 금지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요청에
따라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서비스의 가격 목록을 제공하고 주 법에 따라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 채권법 신설 승인: 예산은 뉴욕이 일자리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의 극심한 영향에 적응하고 배출량 감축을 보장하여
뉴욕주의 모든 곳에서 필수적인 환경 복원 및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는 채권법(Bond Act) 신설을 승인합니다. 대자연 복원 이니셔티브(Restore
Mother Natur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채권법은 홍수 위험 감소, 탄력적인 인프라 투자,
담수 및 조수 습지 복원, 열린 공간 보존, 산림 지역 보존, 농업 및 폭풍 토사로 인한 오염
감소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건물을 포함한
기후 변화 대책 프로젝트에 최대 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취약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의 35 퍼센트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사는 올해 말 주정부의 재정과 경제 전망을 평가하고 채권법 추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수압 균열법 영구 금지: 제정 예산은 시추 완공 및 재완공의 수단으로 고량 수압 균열법
사용하는 드릴링, 디프닝, 플러그 백, 변환 등을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성문화합니다. 또한 환경보존부가 완공 방법의 영향력 분석을 시행하기 전까지
겔형 프로판 수압 균열법 사용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중산층 감세 정책 지속: 올해 제정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20년은 2016년 중산층 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3년차로,
소득 계층이 43,000 달러에서 161,55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85 퍼센트에서

6.09 퍼센트로, 소득 계층이 161,550 달러에서 323,2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41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감세로 올해 470만 명의 뉴욕 주민이 18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득 계층이 27,900 달러에서
161,550 달러인 납세자는 세율이 5.5 퍼센트까지, 161,550 달러에서 323,200인
납세자의 세율은 6 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최대 20 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비상 대응 역량 확대 및 현대화: 뉴욕 카운티의 60 퍼센트 이상이 지난 10년간 두 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정부 운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우리의 용감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있는 적절한 장비를 확보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늘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
자금으로 1,200만 달러 지원을 유지합니다.
퇴역 군인 및 경찰관 자살 문제 해결: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100만 달러를 투자해
퇴역 군인, 경찰관 및 응급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예산은 또한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및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전략을 확대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정신 질환의 오명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의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는 연례 자살 방지 컨퍼런스(Suicide Prevention Conference)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여 이러한 특수 인력을 위한 자살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주정부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 추가: 우리의
국부들은 단결의 개념이 미국의 미래의 열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78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첫 번째 인장에, 그들은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세
가지 간단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맞이하여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주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뉴욕주는 단결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추악한
시대에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친환경 경제 및 환경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의 일환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가속 및 경제
성장 촉진: 제정 예산은 2월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주의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및 건설을 극적으로 가속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성장 및 지역사회 혜택 촉진법(Accelerated Renewable Energy Growth and Community
Benefit Act, the Act)을 포함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재생 가능한 변환 전달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무국(Office of Renewable Energy
Permitting)을 신설하여 뉴욕 전역의 대규모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빌드 레디(Build Ready)" 부지는 개발자에게 사전 승인, 허가 및
경매를 통해 버려진 상업 부지, 재개발 현장, 매립지, 이전 산업 현장 및 활용도가 낮은
부지의 재사용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전기의 70 퍼센트를 재생 가능한 공급원에서 확보하는 권한을 포함한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향한 진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스티로폼의 유통 및 사용 금지: 제정 예산은 또한 스티로폼 이라고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을 일회용 식품 용기로 유통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포장
땅콩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 포장재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정부 금지 조치가 될 것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 법률 제정: 더욱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공공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전자 자전거 및 전자 스쿠터 네트워크를 합법화하고 확장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포함합니다.
친환경 경제 세액 공제: 이 예산은 친환경 경제 사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대규모 친환경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뉴욕주의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하나 당 순
임금의 총 7.5 퍼센트를 합산하는 환급 가능 재량 신규 조치인 그린 채용 세금
공제(Green Jobs Tax Credit)를 신설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자격 조건을 갖춘 친환경
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격한 신규 자본 투자의 최대 5 퍼센트를 합산하고 적격한
친환경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적격 투자의 최대 8 퍼센트까지 증액할 수 있는 환급 가능
재량 신규 조치인 친환경 투자 세액 공제(Green Investment Tax Credit)를 신설할
것입니다.
뉴 뉴욕(NEW NY) 건설
이리 운하의 재개발: 이리 운하 재개발 태스크 포스(Reimagine the Canal Task Force)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회사인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를 감독하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과 이리 운하(Erie Canal)를 통합하는 공사에 향후 5 년간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광 및경제 발전은 촉진하고, 한 세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360 마일에 달하는 이리 운하(Erie Canal)의
대간을 따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산을 창출합니다. 올해 첫 번째

자금 조달 올해 시작되며, 운하를 따라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1억 달러의 경제 개발
기금과 스키넥터디 지역의 아이스 잼 및 관련 홍수 예방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6,500만
달러의 투자 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1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은 재개발
태스크 포스(Remagine Task Force)가 권장하는 연구와 홍수 완화, 침입종 예방 및
생태계 회복과 관련된 해결책에 할당됩니다.
뉴욕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개발: Cuomo 주지사는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 및 엔지니어 팀을 소집하여 과거의 고속철도 계획을
재검토하고 모든 가정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재고하며 뉴욕에 더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것입니다.
도로 및 교량 투자: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2021 회계연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본 계획에 60억 달러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업스테이트 도로와
교량에 대한 26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지역 타겟 투자
토 파운드로 재활용하기 위해 피어 76(Pier 76)을 허드슨 강으로 이송: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오래 지체되었던 피어 76(Pier 76)의 이전을 실시하여 그 용도를 뉴욕
경찰청(NYPD)의 토 파운드로 전환하고 허드슨 리버 파크 신탁(Hudson River Park
Trust)의 운영 통제 하에 공원 컴플렉스로 통합하여 녹지와 여가 공간, 지역사회 접근성,
시장성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일환으로, 뉴욕
경찰(NYPD)는 2020년 말까지 페어 76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버펄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개선: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 지원의
받아 주정부는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의 워터프론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용도 주거 및 상업 건물과 공공 광장을 버펄로의 캐널사이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에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또한 버펄로와 새로운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인접 지역에 건설 예정인 기차역을 포함합니다.
시러큐스에 뉴욕주 최초의 종합 교육 및 훈련 센터(Compreh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설립: 시러큐스에서 떠오르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센트럴 뉴욕에 주 최초의 지역 종합
교육 및 인력 교육 센터(Comprehensi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시러큐스 교육구(Syracuse City School District)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및 기타 지역
칼리지, 대학과 협력하여 관리하며 지역 전체의 학생과 주민에게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최첨단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센터가
있는 건물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98 퍼센트 또는 7,140백만 달러를 보상합니다.

시러큐스 종합 교육 및 인력 교육 센터(Syracuse Comprehensi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2021년에 개관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1,000명의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체스터에서 첨단 기술 기업 확장: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로체스터 시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세 개의 첨단기술 회사의 확장을 지원하여,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 내외 첨단기술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의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세 기업의 확장으로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 및 인근에서 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직업 훈련: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버펄로에 위치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미래
워크 센터(Future of Work Centers)를 지원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미래 워크 센터(Future
of Work Centers)의 두 곳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미래 인력 센터(Future of Work
Centers)는 민간 부문, 커뮤니티 기반 조직,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새로운 단기, 비학위 자격 증명 및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모두 고용주의 기술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분열 방지 및 공공 안전 보장
고위험 성범죄자의 MTA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시스템 접근 금지: 예산에는 MTA 승객 및
직원에 대한 불법 성범죄 관련자 및 또는 MTA 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 관련자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또는 그 이하의 유예 기간 동안 MTA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모독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반복된 성범죄자와
관련된 최근 다수 발생한 MTA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자금
지원: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는
주지사가 2018년 설립한 부서로, 뉴욕주 전역에서 편견에서 비롯된 위혐, 괴롭힘, 폭력
문제의 증가를 해결합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태스크 포스(Task Force)가
진행 중인 업무를 지원하고 폭력, 편협성, 불법 약물 판매, 테러 등 조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가정 폭력범 총기 몰수: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사법 기관에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서 총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즉시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정 폭력 경범죄를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집에서 무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펜타닐 유사체 금지: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뉴욕주에서 펜타닐 유사체를 통제
물질로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이러한 약물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조치를 통해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유사물을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
정부가 시장에 나오는 치명적인 물질을 바로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2019 형사 사법 개혁법 개정: 이 예산은 또한 형사 사법 제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
2019 보석 개혁법을 개정합니다. 예산은 판사가 석방을 위한 비금전적 조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 건강 추천과 상담
참석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판사가 해제할 수있는 선택지를 강화하며, 성매매 범죄, 3급
및 4급 테러 자금 세탁, 아동 외설물 범죄, 반복 범죄자,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하여 보석 자격을 충족하는 추가 범죄를 추가하는 등 2019년 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민주주의 보호 및 정부 신뢰 구축
접전 선거에서 자동적인 수동 재검표 지시: 주의 모든 선거에서 선거 결과의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자동 투표 재검표가 시작되는
시기와 그러한 재검표 방법에 대한 주 전체의 표준을 수립하는 법안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 전역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2 퍼센트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안에 대한 승패 차이가 선거에서 집계된 총투표수의 0.5
퍼센트인 경우 자동으로 수동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모든 뉴욕 주민 조사: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다가오는 2020
인구 조사에 모든 뉴욕 주민의 수를 공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금 투자는 주정부가 대중에게 인구 조사(Census)에 대해 알려,
주민들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장려하고 계산이 어려운 지역사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 전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개 법 강화: 2016년 6월 정치계에 부족한 투명성을 높이는 와중에 Cuomo 주지사는
윤리 개혁법을 제정하여 획기적 시민 통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선거 활동 자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상원 및 하원 모두가 윤리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때 주지사는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졌으나 비공개로 운영되는 정치적 관계 및 행동을 공개해야 하는
뉴욕 행정법 172조에 서명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서 주지사는 501(c)(3)
및 501(c)(4) 조직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이 법안을 강화합니다.

공중 보건 증진
뉴욕 주립 대학교 알츠하이머 치료 보건 컨소시엄 설립. 컨소시엄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의 증가를 예측하는 유전자를 식별하고, 프로젝트와 연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컨소시엄의 목표는 5년간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100만 명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풍부한 데이터는 해당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 비용의 투명성 향상으로 환자 권리 강화하는 의료 투명성 웹사이트: 소비자가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원스톱 웹사이트인 뉴욕헬스케어컴페어(NYHealthCareCompare) 제작을 지원하여,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행위의 비용과 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보건부, 금융 서비스부, 뉴욕주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 센터(New York State Digital and Media Services Center)가 제작할 것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프로그램: 예산은 최근 학교 폐쇄와 관련하여 학생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구에 보조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학생의
정신 건강 자원 접근을 쉽게 만들고, 교육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상을 경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보건국이 관리하며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협의하여 개발됩니다.
고등 교육 투자 및 학생 채무자 보호
기회 프로그램 투자: 주지사는 단지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출석비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을 지원 및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개방형 교육 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기회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여 교과서 비용을 절감 및 없애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푸드 뱅크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1년도 제정 예산은 고등 교육 기회 프로그램 및 교육 센터에 2억
1,3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2012 회계연도에 비해 57 퍼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영리 목적의 대학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요구: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성과에 중점을 둔 영리 목적 대학 책임
이니셔티브를 포함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리 목적 칼리지는 학생, 특히
저소득, 소수 및 여성 학생의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4,500만 달러의 납세자
기금을 이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영리 목적 학교가 학생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도록 요구할 것이며, 관련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고위 리더십 및 소유권 보상 패키지 등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개를 포함합니다. 또한 뉴욕의 퇴역 군인을 교육 혜택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직한 학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Services)가 영리 목적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약속을
명확히 할 기회를 파악하며 뉴욕주의 재향군인들이 영리 목적 학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등록 확대: 주지사는 대학생의 식량 불안감을 줄여
학업에 집중하고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술 교육 코스를 수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당 자격인 20시간 근무
요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주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필수적인 SNAP 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SNAP 참여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필수 영양
혜택을 받아 대학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회사의 학대 및 사기성 관행 중지: Cuomo 주지사는 뉴욕
학생들을 위해 재정 지원 및 채무 구제를 지원하고, 미국 유일의 주정부 지원 수요 기반
대출 회생 프로그램인 겟 온 유어 핏 채무 경감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설립하고 학생 대출 서비스 회사의 행동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 기록이 부족한 학생 채무 면제 회사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당한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학자금 대출을
단일 대출 또는 대체 상환 준비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무료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 지속
적정 임금: 대규모 공공 보조금을 수령하는 프로젝트에 근무한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500만 달러가 넘는 민간 프로젝트 중 공적 보조금, 세액 공제
또는 기타 특정 인센티브로 최소 30 퍼센트의 건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적정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요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
건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까지 확대합니다.
"뉴욕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 법 영구화: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2020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인 미국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의
영구화합니다. 미국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은 고품질의 미국산 구조용 철강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주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며 노동

조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미래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뉴욕의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을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새로운 기금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CDFI는 종종 뉴욕주 전역의 저소득층 지역과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CDFI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이 지역사회에 대한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타겟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주지자의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신용 및 금융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주
정부가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금융 접근성 및 수용성 어젠다 제안의
일환입니다. 이번 예산은 또한 주 전역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뉴욕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전역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기반을 둔 금융적 수용성 및 지원 사무소(Office of Finan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를 신설합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 정보 자료
코로나(COVID-19) 계속된 팬데믹과 그로 인한 전례 없는 수준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제정 예산은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출액 100억 달러 삭감을 허용하며, 뉴욕주 예산 이사에게
위원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년 내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산은 또한 수익이 더욱 감소할 경우 일년 지출을 통제하고 수익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손실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액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모든 기금 지출의 총액은 약 1,770억 달러로 추정되며
뉴욕주 운영 지출은 최대 1,058억 달러까지 승인되지만 추가 연방 지원이 없거나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지출액은 총 958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학교 지원금 재조정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문제 때문에 주정부 수입이 100억 달러
줄어들었으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총 279억 달러의 학교 지원금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메디케이드 및 의료 재설계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하고 향후
재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0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고품질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메디케이드 지출은 3 퍼센트 또는 5억 달러 늘어나, 메디케이드에 의료를 의존하는 뉴욕
주민의 30 퍼센트에게 계속 양질의 치료를 보장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2012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액 증가를 제한하겠다고 수립한 목표에
맞추어 현재 지출액 증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납세액을 190억 달러 이상 절약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노동, 지방 정부 및 기타 산업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르는 메디케이드 재설계팀 2(Medicaid Redesign Team II)이
개발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제도 개혁이었으며, 권고
사항은 지역 정부와 수혜자에게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주지사의 지침을 고수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 포함된 개혁안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우너할 병원 보상 구조 개혁, 값비싼 병원비를 피할 수 있도록 초기
의료 투자 증액, 관리 치료 및 이송을 감독을 개선할 새로운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개혁은 또한 메디케이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장기 관리 의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에는 뉴욕주의 자격 요건을 소비자 지정 개인 지원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 및 개인 관리
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s)에 대한 신규 지원자에 대한 다른 주의 자격 요건과
일치 및 두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하여, 적절한 등록 보장 계획을
장려하기 위한 주 전체의 장기 관리 의료 등록 제한, 장기 관리 의료 프로그램의 자격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복 노력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주
전체의 독립 평가자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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