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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의 

롱아일랜드 지역 현안에 대해 발표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 실현 - 세금 상한제로 향후 10년간 76억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될 롱아일랜드 주민  

  

지출 증가율을 2 퍼센트로 제한하고 중산층을 위해 세금 감면 - 세금 감면 2년차에 평균 

382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롱아일랜드 주민  

  

재단 지원금(Foundation Aid) 4,8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롱아일랜드 학교 지원금(Long 

Island School Aid) 1억 2,460만 달러 이상 증액, 재정이 보다 열악한 학교를 위해 

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교육 형평성 원칙 고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의 롱아일랜드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9년 정의 안건에 따라 책정된 예산안은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고, 계속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하 정책과 중산층에 가하는 공격에서 뉴욕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교육 자금을 늘리고, 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며, 뉴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여성 안건을 지지합니다. 또한 뉴욕의 21세기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이번 행정부의 9년 차 예산안은 균형 

예산이며, 세출 증가를 2 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롱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롱아일랜드 지역을 위해 18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이 지역을 위해 편성한 최고 액수의 예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살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래가 예상되는 하나의 롱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일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향후 10년간 약 1,900억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뉴욕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의회의 

이번 회기 초기에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주의회 상하원 예산 결의안(One House Budget Resolution)의 주요 우선 과제로 포함된 

안건이었습니다. 주정부의 최종 예산에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가 영구적으로 

반영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업적을 위해 

만장일치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근면한 뉴욕 주민을 위해 의미있는 세금 감면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다수당은 주민 

가족을 우선시하면서,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투자를 

편성하여 교육 지원금을 10억 달러 증액하면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욱 저렴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을 복원했습니다. 

우리는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깨끗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우리의 수로와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뉴욕주를 계속 발전시켜 온 이러한 진전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커다란 이익이 

되는 주정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상원이 대단히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광범위한 주거용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에 

150억 달러를 추가로 보내게 만드는, 우리 중산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연방 세법에 대처하여 이 예산 기간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님과의 관계 덕분에, 우리는 교육 지원금을 늘리고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쇠퇴하고 있는 우리의 대중 교통 시스템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James Gaughr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증액한 10억 달러 예산의 일환으로, 이 새로운 주정부 예산을 통해 

롱아일랜드의 공립학교에 기록적인 액수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깨끗한 물 인프라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우리의 환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롱아일랜드의 

공립학교, 환경 보호 활동, 우리의 경제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nna M. Kap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 정부 공세의 결과로 세수가 줄어들어 예산을 편성하기에 어려운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의 

Andrew M.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학교에 기록적인 기금을 제공하고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실현하며, 지방세 부담을 줄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과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를 

개혁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약물 중독 위기에 대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증가율을 2 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이 예산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재정 책임 필요성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Monica R. Martinez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가 어려운 

회계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기록적인 학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채택된 이 예산에는 제 3 교육구의 학교들로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 3,400만 

달러와 함께 10억 달러 이상 증액된 교육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문적인 행정 개발을 위한 기금 475,000 달러와 롱아일랜드 유아원 기술 지원 

센터(Long Island Pre-Kindergarten Technical Assistance Center) 지원금 25만 달러를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교육 전문가가 미취학 어린이에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금을 학교에 제공하여, 

모든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계속 강화시켜가야 합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 성장과 모든 

롱아일랜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주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인프라, 

대중 교통 시스템, 환경,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적인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실현하여 롱아일랜드 납세자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을 위한 대출 규정은 

교육을 계속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뉴욕 주민 수천 명이 매년 계속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밝은 미래를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nthony D'Urs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장 취약한 우리 

주민을 보살피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기회와 성공이 행운의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면서 공립학교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었고, 영구적인 2 퍼센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전 투표제를 

통과시키고 우리의 투표 시스템을 현대화했습니다. 저는 2019-20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이 주민 가족을 우선시한다는 공약의 취지에 합당하게 올해 이미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발전을 토대로 삼고 있는 점이 

대단히 기쁩니다."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발표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뉴욕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인 롱아일랜드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지사님과 주의회는 이 점을 인정하여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메시지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계속 보장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Judy Griff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주정부 예산은 영구적인 

세금 상한제, 지방 자치제 복원, 기록적인 액수의 학교 지원금 제공, 우선적으로 제공된 

롱아일랜드 철도(LIRR) 기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통해 롱아일랜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롱아일랜드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롱아일랜드 주민이 롱아일랜드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Charles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예산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안건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im Jean Pierr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해에, 저는 

특히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던 현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저희는 현지 학교를 위해 더 많은 

지원금, 주민 가족을 위해 보다 저렴한 보육 옵션,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원인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 등을 포함하여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투자 및 조치로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켰습니다. 롱아일랜드가 항상 공정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aylor Rayno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경제 발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빈곤해집니다. 

빈곤이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올해의 예산 기간을 격렬하게 보냈지만, 저는 

기록적인 학교 기금 증액, 보육 지원을 위한 기금, 우리의 수자원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롱아일랜드 철도(LIRR) 개선을 위한 기금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항상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은 

롱아일랜드 주민에게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실현시키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9년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비평가들이 달리 

제안할 때에도 그 일들을 제대로 성사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를 재건하는 일이나 하수도 인프라에 역사적인 투자를 

집행한 일 모두를 막론하고, 정말 훌륭한 일은 이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의 

납세자를 지원하고 교통 인프라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켜서 입증한 바와 같이, 롱아일랜드 가정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변함없는 

공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납세자 보호 계획(Taxpayer Protection Plan)을 

통과시켜 주신 주지사님과 뉴욕주 상하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나소 주민은 

카운티의 첫 번째 재평가로 인해 약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금 변화의 혜택을 5년 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카운티의 부실해진 과세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을 통해, 저희는 카운티 주민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 주요 사안:  

•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 지출액은 9년 연속 2 퍼센트 증가율을 

유지한 1,021억 달러입니다. (주정부 운영 기금(State Operating Funds)은 연방 

정부 기금 및 자본금을 배제한 것임)  

• 2020 회계연도(FY 2020)에 대한 자금 지출 총액은 1,755억 달러임  

• 2012년 시행된 이후의 감세액 약 250억을 기반으로 2% 재산세 상한제 영구화  

• 10억 달러 이상 학교 지원금 증가, 총 학교 지원금 279억 달러 달성  

• 경범죄와 비폭력 범죄에 대한 현금 보석을 없애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검색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전면적인 형사 사법 개혁  

•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6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지사의 전례 없는 약속에 기반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조항 작성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실행  

• Janus 보호법을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 입법 회의 처음 10주 이내에 통과된 투표개혁에 기반  

• 깨끗한 물 인프라에 5억 달러 추가 투자, 역사적 투자액 30억 달러로 증가  

  

롱아일랜드가 수혜를 입는 전략적 투자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로 롱아일랜드 주민은 760억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중산층 세금 감면으로 롱아일랜드 주민은 평균 382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나소 허브(Nassau Hub)에 대한 추가 투자 4,000만 달러  



• MS-13 갱 단원 모집 경로를 막고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 

4,500만 달러  

• 헤로인 및 아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2,500만 달러  

  

경제 정의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된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영구적으로 유지: 이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있는 2% 재산세 

상한제 영구화는 2012년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의 감세액 약 250억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롱아일랜드의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누리게 될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소 카운티: 71,000 달러  

• 서퍽 카운티: 58,000 달러  

  

단계별로 지속하는 중산층 감세: 이 예산은 중산층 감세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 

개혁안에 따라, 감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최대 20 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5.5 퍼센트와 6 퍼센트로 감세를 지속하여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소득세 

신고자를 위한 연간 감세액이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1 세기 인프라 구축  

  

도로 및 교량 개선: 주지사의 1,000억 달러 자본 계획의 일환으로,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 포함된 롱아일랜드 지역의 도로와 교량 개선 

프로젝트 지원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 이슬립(Islip), 바빌론(Babylon)의 타운에서 

토베이(Tobay)와 캡트리 주립공원(Captree State Park)을 연결하는 공유도로 

오션 파크웨이(Ocean Parkway)의 3기 공사를 위해 1,980만 달러.  

•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 타운의 루트 25 브리지(Route 25 bridge)와 루트 

107(Route 107)의 재활성화에 1,150만 달러.  

• 스미스타운(Smithtown)과 이슬립(Islip) 타운에 있는 인터스테이트 495(Interstate 

495)에서 성큰 메도우 주립공원(Sunken Meadow State Park) 톨부스까지 구간인 

성큰 메도우 파크웨이(Sunken Meadow Parkway)의 가드레일 교체 등을 포함한 

안전성 개선에 470만 달러.  

• 이슬립(Islip) 타운의 파이어 아이슬랜드 인렛(Fire Island Inlet) 위에 있는 로버트 

모세스 커즈웨이 브리지(Robert Moses Causeway bridge)의 재활성화에 

3,360만 달러.  

  



지역 통합 도로 및 고속도로 개조 프로그램(Consolidated Local Street an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 지역 고속도로 지원 프로그램: 지역 통합 도로 및 

고속도로 개조 프로그램(CHIPS)을 통해 조성된 롱아일랜드의 지역 도로 및 교량을 위한 

기금 4,01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브 뉴욕(PAVE NY) 지역 고속도로 지원 프로그램: 이 예산안은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롱아일랜드의 지역 도로를 위한 지원금으로 92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교통 운영 지원: 이 예산안에 따라, 2020 회계 연도에 나소 카운티에 7,440만 달러, 서퍽 

카운티에 2,940만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2019 회계 연도에 비해 각각 5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가량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또한 2020 회계 연도에 예산 계획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약 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통근 철도 시스템 

지원을 포함합니다.  

  

네이션의 최대 인프라 프로그램에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 2020 회계연도부터 5년간 

1,500억 달러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전례 없는 약속이 

이행되면, 이 자본 프로젝트는 교통 시스템을 재건하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며, 새로운 

환경 친화 시설을 만들어 미래에 뉴욕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의 상향식 경제 개발 전략 지속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이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나소 

허브(Nassau Hub)에 대한 추가 투자금 4,000만 달러를 비롯하여, 롱아일랜드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의 자본 자원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에 

7억 5,000만 달러 투자: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장기적인 지역 전략 경제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10 곳의 지역에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s)는 7,3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1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뉴욕에서 23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총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제 9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지원금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존 행정기관 

프로그램들과 결합될 핵심적 자본 지출과 세금 공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제 4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투자: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다운타운 지역을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가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의 변화 가능성에 

근거한 주정부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 10 곳에 의해 후보지로 지명됩니다. 세 차례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지로 선정된 각 지역사회는 다운타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주요 촉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안은 도심 활성화 정책 

제 4라운드에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NYSUNY 2020 및 NYCUNY 2020의 또 다른 라운드 출범: NYSUNY 2020 및 NYCUNY 

2020 챌린지 보조금 프로그램(NYSUNY 2020 and NYCUNY 2020 Challenge Grant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삼아, 이 예산에는 새로운 보조금 라운드를 개시하는 1억 

1,00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기술을 이용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며,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계획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경제 개발 프로그램 지속: 예산으로 지속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니브룩 무선 및 정보 기술 전문 센터(Stony Brook 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를 위한 100만 달러,  

• 스토니브룩 첨단 에너지 연구 전문 센터(Stony Brook Center of Excellence in 

Advanced Energy Research)를 위한 100만 달러,  

•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생명 공학 첨단 기술 센터(SUNY Stony Brook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in Biotechnology)를 위한 960,600 달러,  

•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진단 도구 및 센서 시스템 첨단 기술 센터(SUNY 

Stony Brook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in Diagnostic Tools and Sensor 

Systems)를 위한 960,600 달러,  

•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통합 전기 에너지 첨단 기술 센터(SUNY Stony 

Brook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in Integrated Electric Energy 

Systems)를 위한 960,600 달러,  

• 스토니브룩 의대(Stony Brook Medicine)의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를 위한 67만 달러,  

• 벨레로오스 비즈니스 지구 공동 개발 공사(Joint Bellerose Business District 

Development Corporation)를 위한 5만 달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이 예산에는 주정부 관광 캠페인을 지원하고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 5,9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별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카운티 간 지역 협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광 마케팅 

계획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마켓 뉴욕(Market NY)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 기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뉴욕에서 네 번째로 커다란 고용 

분야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 행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식품 상품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며 뉴욕의 농부들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016년 처음 

실시된 후로부터, 이 프로그램은 2,386개 이상의 농장을 인증하였으며, 이는 50만 

에이커가 넘는 농장 규모에 해당합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2013년 처음 선보인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뉴욕에서 

만들어진 식품 및 음료를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고품질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뉴욕주 생산자와 신규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행정부 예산은 650만 달러를 투자해 주 전역의 신규 환영 센터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을 위해 양질의 교육 보장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금 증액: 올해 증가율의 70 퍼센트 이상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청에 배정됩니다. 총 교육 기금은 279억 달러에 이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은 4,800만 달러의 재단 보조금(Foundation Aid) 증액분을 

포함하여, 롱아일랜드 학교 보조금(School Aid)의 경우 총 3.9 퍼센트가 인상된 1억 

2,460만 달러를 증액합니다.  

  

고등 교육 인프라: 롱아일랜드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고등 교육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43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 롱아일랜드의 공립 대학교에 등록된 뉴욕 주민 대학생의 약 40 

퍼센트 또는 26,100 명 이상이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과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이 포함된 기타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무료 등록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회 정의  

  

모든 주민을 위해 형사 사법 개혁 추진  

  

형사 사법 제도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 뉴욕은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에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포함시켜서 더욱 공정한 형사 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결수의 구금을 줄이기 위해 보석 및 체포 절차 개혁(Reforms Bail and Arrest 

Procedures):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의 획기적인 

법안의 일환으로, 뉴욕의 보석금 제도는 감옥에 수감된 미결수의 수를 상당히 

줄이기 위해 큰 폭으로 수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은 경범죄 및 E 클래스 



중죄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금을 위해 체포하기 보다는 출두 

소환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통해, 경범죄 및 비폭력 중죄를 

위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더불어 이 개혁으로 약 90 퍼센트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법정에 출두하기 전까지 구금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Speedy Trial) 보장: 미국 연방 헌법과 

뉴욕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을 

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종종 과도한 기간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절차로 바뀝니다. 평균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삼분의 이는 법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연 상황은 아직 

어떠한 범죄 행위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일자리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잃는 결과를 만들어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해결하고 형사 재판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에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모든 당사자가 재판을 준비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판 전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Discovery Process) 전환: 재판이 시작되는 

날까지 검사가 기본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뉴욕의 낙후된 공판 전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Discovery Process)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에 포함된 법안으로 검사와 피고는 모두 

재판에 앞서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검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 수속 기간 15 일 이내에 피고에게 발견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증인의 안전과 사법 절차의 

신성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식별 정보를 은폐하여,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사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위협과 다른 형태의 

강압으로부터 피해자와 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공 안전  

  

MS-13 갱 단원 모집 경로를 막고 청소년을 위한 기회 개선: 젊은 뉴욕 주민이 갱 단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법 집행 기관이 갱들을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은 MS-13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마련된 대담하고 종합적인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4,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폭력 방지 보조금을 조성하고 

학교 기반 지원을 구축하며 주립 공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 정보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이민이 범죄자를 공급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일련의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와 공공 안전 부문 

모두에서 기존의 투자를 보완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정의 실현  

  

양질의 저렴한 건강보험 보호  

  

건강보험 개혁: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개혁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 재건축 자금 지원 프로그램(2015 회계 연도 입법) 롱아일랜드는 지역 병원 

지원하는 자금으로 8,82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 필수 건강보험 제공자 프로그램(2016 회계 연도 입법) 롱아일랜드는 지역병원 

지원 자금으로 2,41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 주 전역의 건강보험 시설 개혁 프로그램 I(2017 회계 연도 입법) 롱아일랜드는 

자금으로 2,97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 주 전역의 건강보험 시설 개혁 프로그램 II(2018 회계 연도 입법) 롱아일랜드는 

보조금으로 3,32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노령화: 이 예산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보존하고 고비용 제도 배정을 피하기 

위해, 노년층의 요구 사항 해결을 목표로 삼아 카운티의 지역 노령화 지원 

에이전시(county Area Agencies on Aging)가 관리하는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 지원 서비스에서 지역별로 식별된 역량 강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투자로 웨스턴 

지역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위해 190만 달러의 추가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카운티의 선택에 따라 이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활동에 지불할 수 있는 주민에게 개인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능력을 승인합니다.  

  

저비용 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 거래소(Affordable Care Act and Health Exchange)를 

법으로 성문화: 워싱턴이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발전을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건강보험법(ACA)의 주요 규정 및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New York State Health 

Exchange)를 법으로 성문화시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주요 조항이 보호되도록 만듭니다.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에 종지부를 찍는 노력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예산안에 따라 롱아일랜드의 헤로인 및 

오피에이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5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 자금은 12개 거주 

치료 프로그램, 48개 외래 치료 프로그램, 5개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을 비롯해 1개 

주립 중독 치료 센터(State-Operated Addiction Treatment Center)를 포함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대일 혹은 그룹 카운슬링, 

의약품 지원 치료, 교육 서비스, 케이스 관리, 직업평가, 직업 기술 훈련, 취업 준비, 육아, 

개인적 혹은 사회적 공동체 생활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부프레노르핀 접근성 확대: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은 약물 보조 치료(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MAT)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보입니다. 이는 메타돈(Methadone)과 

주사 가능한 날트렉손(Naltrexone)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오피오이드 중독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 병행하여 사용됩니다.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건부에 주 전역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치료 또는 치료 

연계 기준에 따라 오피오이드 중독 증상을 다루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정된 예산(Enacted Budget)은 또한 약물 지원 치료(Medication Assisted 

Treatment)를 위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건강보험도 금지합니다.  

  

형사 사법 제도에서 의료 지원 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제정된 예산(Enacted 

Budget)에는 지역 교도소에서 약물 지원 치료(Medication Assisted Treatment)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 증액된 47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약물 지원 치료(MAT)를 추가적인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시설 3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금을 활용합니다.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재소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석방되기 전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계하여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재범을 줄입니다.  

  

더욱 간편해진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이 제정된 예산(Enacted Budget)은 (1) 건강 

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적용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치료를 더욱 받기 쉽게 만들고 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며, (2)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거부를 

금지하며, (3)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하는 보험 가입자 부담금(co-payment)을 금지하고, 

(4) 행동 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자 부담금(co-payment)을 1 차 진료 보험 가입자 

부담금(co-payment)과 동일하게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한 치료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관리 및 비용의 부담을 

제거합니다.  

  

주택 및 인적 서비스  

  

인접지역 및 지방 보존 프로그램: 이 제정된 예산에는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주택 지원, 

지역사회 재생 활동, 임대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접지역 보존 프로그램(Neighborhood Preservation Program, NPP) 및 

지방 보존 프로그램 (Rural Preservation Program, RPP) 보조금 약 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부 지원 보장  

  

지방 정부 지원: 지자체 프로그램 및 기타 수익 분배를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통해 

롱아일랜드 지자체 지원 기금 2,630만 달러를 유지합니다.  

  



시민 권한부여 세금 공제(Citizen Empowerment Tax Credit) 유지: 빌리지 1 곳의 

해산을 위해 시민 권한부여 세금 공제(Citizen Empowerment Tax Credits) 100만 

달러를 유지합니다.  

  

나소 카운티 재평가 재산세 면제: 이 예산으로 나소 카운티가 다가오는 2020-21년 

과세표준부 시행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의 단계적 과세 

및 인상되는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승인합니다.  

  

사가포낵을 위한 지원: 사가포낵 빌리지에 2,000 달러 기금 제공.  

  

뉴욕주 환경 리더십 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투자 확대: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을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아젠다를 주정부 우선 과제로 삼아 

2030년까지 전기 사용량의 70 퍼센트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고, 2040년까지 

전기 사용량의 100 퍼센트를 무탄소 전기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청정 식수 인프라에 투자: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Budget)으로 주정부의 역사적인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5억 달러를 추가로 청정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제정된 예산(Enacted Budget)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40 퍼센트는 저소득층 및 고정 

수입층 소비자를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백을 구매하는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60 

퍼센트는 주정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수익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및 시정부는 종이 봉지에 5 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위한 기금 기록 경신: 이 제정된 

예산에는 기금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수준인 환경보호기금(EPF) 기금 3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3,8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8,8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3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2,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여러 주립공원: 뉴욕 웍스 프로그램(New York Works Program)에는 뉴욕 공원에 대한 

자본금 유입을 지속하여 뉴욕주에서 주립공원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지원금 1억 

1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인프라 

투자: 어드벤처 뉴욕(Adventure NY)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주 공유지에 

사냥꾼과 낚시꾼, 조류 관찰자 및 기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공공 

접근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C에 5,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또한 이 기금으로 댐, 습지 복원, 주정부 토지, 물고기 부화장 등을 포함한 

뉴욕주 인프라의 견고함과 안전을 위한 수리를 제공합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Zoos, Botanical Gardens, and Aquaria, ZBGA): 이 제정된 

예산에는 2019-20년에 뉴욕주 전 지역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ZBGA) 보조금 

1,6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ZBGA) 보조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 이 프로그램으로 39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롱아일랜드 지역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타키-스미스타운 환경센터(Environmental Centers of Setauket-Smithtown, 

Inc.)  

• 프렌즈 오브 오브 베일리 아보르텀(Friends of Bailey Arboretum)  

• 프렌즈 오브 더 콜드 스프링 하버 피시 해처리 앤 아쿠아리움(Friends of the Cold 

Spring Harbor Fish Hatchery and Aquarium)  

• 올드 웨스트버리 가든스(Old Westbury Gardens)  

• 해양 연구 및 보호를 위한 리버헤드 재단(Riverhead Foundation for Marine 

Research and Preservation)  

• 사우스햄튼 타운십 야생조류 협회(Southampton Township Wildfowl Association)  

• 와드 멜빌 헤리티지 오가니제이션(Ward Melville Heritage Organization)  

• 브룩하벤(Brookhaven) 타운  

• 노스 헴스테드 타운  

• 스미스타운  

• 산불 봉사단(Volunteers for Wildlife, Inc.)  

  

지자체 공원: 제정 제안된 환경보호기금(EPF)에는 또한 2019-20년 뉴욕주 전 지역 

지자체 공원 보조금 1,95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지원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 롱아일랜드 기관 및 지역 기관들은 본 프로그램으로 약 

16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 Old Westbury Gardens, Inc.  

• 로슬린 랜드마트 소사이어티(Roslyn Landmark Society)  

• 플랜팅 필즈 파운데이션(Planting Fields Foundation)  

• The Caumsett Foundation, Inc.  

• 타운 오브 쉘터 아이슬랜드(Town of Shelter Island)  

  

주의회 회기 첫 12주 동안 뉴욕주가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면서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 

낸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 피임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보험법(Comprehensive Coverage Contraceptive Act)  

•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  

• 반자동 총기를 자동 화기로 만드는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 신원 조회 유예 기간(Background Check Waiting Period) 연장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개시  

•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허점(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Loophole) 제거  

• 연방 정부 선거와 주정부 선거의 동기화  

• 미성년자 사전 등록  

• 사전 투표  

• 보편적 등록 이전  

• 예외가 없는 부재자 투표 추진  

• 투표일 등록 추진  

•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는 심리치료인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 보복 포르노(Revenge Porn) 금지  

•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 직장에서 모유 수유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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