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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2016-17 주 예산 합의의 뉴욕시 하이라이트 발표

지난 밤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 리더들과의 합의를 발표하는 주지사의 동영상을 TV급
형식으로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Youtube로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6-17 주 예산 합의에서 뉴욕시를 위한 커다란 성공을
설명하였습니다. 15 달러 전주 최저 임금 계획, 전국 최강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 및
중산층 세금을 70년래 최저율로 낮출 개인 소득세 삭감 이외에 본 예산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튼튼하고 깨끗하며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뉴욕주를 창조할 다수의 특징적
투자를 포함합니다.
참조를 위해, 15 달러 최저 임금 계획, 12주 유급 가족 휴가 계획, 42억 달러 중산층 감세
및 248억 달러 학교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시커뮤니티 지역별 2016-17 주 예산의 하이라이트:
학교 보조금:
보조금 뉴욕시의 교육구들은 학교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억 2500만 달러가
늘어난 96.8억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는 커뮤니티 학교 보조금으로 28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의 격차 해소 조정액 8720만 달러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최저 임금:
임금 주 노동부는 뉴욕시의 근로자 927,400 명이 15 달러 최저 임금의 결과로
급여가 올라가고 약 65억 달러가 시의 경제에 재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욕시의 대형 업소(직원 11명 이상)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6년
말에 11달러로 인상되고, 그 후 매년 2달러씩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15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뉴욕시의 소형 업소(직원 10명 이하)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6년 말에 10.50달러로 인상되고, 그 후 매년 1.5달러씩 인상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15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유급 가족 휴가:
휴가 주 노동부는 뉴욕시의 민간 부문 근로자 2,938,595 명이 12주 유급 가족
휴가의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산층 감세:
감세 본 예산의 중산층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되면 뉴욕시의 납세자
2,027,063 명이 총 13.2억 달러, 년 평균 653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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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뉴욕시의 투자 내용:
• Brooklyn의 보건 서비스를 일신하기 위한 7억 달러
• Bronx의 빈곤 퇴치 이니셔티브를 위한 275만 달러
• 다운타운 재활성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1000만 달러
• MTA 자본 계획 270억 달러 – 사상 최대
o 1,000량의 새 지하철 차량
o 1,400대의 새 버스
o Hudson Valley 및 Long Island를 위한 새 통근 객차 300량
o 선로, 신호, 조차장, 기지, 역 및 교량의 업그레이드
• Penn Farley 재개발 및 LaGuardia의 신공항을 위한 지원
• Second Avenue 지하철을 위한 10억 달러
• Javits를 위한 10억 달러
• Bronx에 4개의 Metro-North 역;
• 효과적 치료를 보장하고 고수준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START(체계적,
요법 평가, 유예 및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1500만 달러.
•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Kosciuszko Bridge를 교체하기 위한 2억 9500만 달러.
• Bruckner Expressway의 고가교를 재활하기 위한 제1단계용 1억 5900만 달러 및
제2단계용 1억 2900만 달러.
• Cross-Bronx Expressway의 6개 교량을 재활하기 위한 2억 5000만 달러.
• Sheridan Expressway를 퇴역시키고 도심 대로를 만들기 위한 9700만 달러.

기타 예산에 포함된 지역에 중요한 이니셔티브 및 투자:
공립 고등교육 지원
뉴욕주립대학교를 위해 일반 운영 지원 및 직원 부가 급여에서 5600만 달러 증액이 주
운영 캠퍼스를 위해 제공됩니다. 4개 대학 센터들이 비주민 학부생 등록금을 최대 10%
인상하는 것이 승인되어, 약 22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 예산은 또한 뉴욕시립대학교 시니어 칼리지를 위한 주 지원으로 일반 운영 지원 및
직원 부가 급여에서 2900만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16억 달러 이상을 포함합니다.
주정부는 지원 부서와 행정 기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관리 조직 전문가를 선임하여
내년 예산을 위한 종합 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은 CUNY에 큰 절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SUNY와의 서비스 기회 공유도 지향할 것입니다.
SUNY와 CUNY의 더 튼튼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본 예산은 새 차수의 종합 NYSUNY
2020 및 NYCUNY 2020 자본 챌린지 보조금으로 1억 1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학업 결과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발견하고 혁신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캠퍼스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증액 및 Get on
Your Feet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대학을 더욱 부담 없게 만들어
최고 영재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속 뉴욕주에서 건설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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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은 또한 SUNY 및 CUNY에서 학생들을 21세기 직업을 위해 준비시키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2000만 달러 투자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청정 에너지 인력 프로그램을 위한 1500만 달러
o 뉴욕주가 청정 기술 인력 개발의 길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차세대 청정 에너지 인력을 교육합니다,
o SUNY가 제공하는 청정 기술 및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Apprentice SUNY/CUNY를 청설하기 위한 500만 달러
o 미국 최대의 전주적 공공-민간 도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뉴욕주
고용주들과의 SUNY/CUNY 혁신 파트너십을 향상합니다
o 학생들이 학위를 완료하면서 등록된 도제 훈련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수
천 명의 뉴요커들이 대소 기업의 첨단 제조에서의 새로운 취업 기회를
위해 준비하도록 합니다.
o 강의실 기반 지도를 우리 주의 고용주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유급 직무
훈련과 연계시킵니다
도시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 공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빈곤 및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 및 타운에 사는 16~24세의 실업,
불우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2016 및 2017 고용 년도를 위한 년 배정액이
2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었는데, 그 중 년 2000만 달러는 전주적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I LOVE NY 투자 5000만
만 달러
본 예산은 2015년에 883,000여개의 일자리와 1000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담당한
뉴욕주의 중요한 관광 부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I LOVE NY 캠페인을 위한 5000만
달러의 증가를 포함합니다.
법집행 역량을 확장하고 테러와 싸우기 위한 5400만
만 달러
최근 테러 공격을 보면 군대의 학살 무기를 사용하는 공조 타격과 외로운 늑대 공격을
자행하는 자생적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나기가 쉬우며 뉴욕주 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적인 형태의 테러로 뉴욕주의 테러 반대 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본 예산은 주지사의 시정 연설에서 처음 제안된, 전주 법집행 기관의 투입을 확대하기
위한 4000만 달러, 지역 법집행 기관의 안전 장비를 위한 1000만 달러,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성능 소총, 방탄복, 탄도
헬멧을 뉴욕주 경찰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4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환경 보호 보조금
이 예산은 EPF를 위한 3억 달러 지출을 포함하는 데, 이는 2016 회계연도보다 1억
23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보조금입니다. 이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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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농지 보호, 침입종 예방 및 근절, 수변 활성화 및 적극적 환경 정의 의제에
대한 자원을 추가하는 긴급 환경 투자에 대한 기록적인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조금 수준은 커뮤니티들이 복원력 계획 및 자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전력 부문 이외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 프로그램들을 수립할
것입니다.
물 인프라 개선법
2015년 물 인프라 개선법은 중요한 음용수 및 폐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규정합니다. 금년의 예산은 이 법의 보조금을 2015년에 승인된 2억 달러로부터
4억 달러로 늘립니다. 이 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은 지방 정부들이 지역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투자에 약 20억 달러를 추진하도록 도우면서 약 33,000개의 건설 일바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오용 퇴치
본 예산은 헤로인/아편제 위기와 싸우기 위해 알코올약물오용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출을 2016 회계연도의 1억 4100만 달러에서 2017 회계연도에는 1억 6600만
달러로 늘립니다(2014 회계연도 이래 5100만 달러 증가). 보조금은 헤로인, 아편제 및
기타 약물 사용 장애자를 위한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 서비스 증대에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오용을 퇴치하기 위해 본 예산은 관리되는 케어 기관들이 30일에 4회의
처방을 초과하는 오피오이드 리필에 대한 사전 승인을 구현할 것을 요구할 이니셔티브를
포함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암, 겸상 적혈구 병 환자 또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환자는
제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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