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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입법의원들에게입법의원들에게입법의원들에게입법의원들에게 이번이번이번이번 회기회기회기회기 쟁점사항의쟁점사항의쟁점사항의쟁점사항의 종결에종결에종결에종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서한을서한을서한을서한을 

발송하다발송하다발송하다발송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입법의원들에게 이번 회기 쟁점사항의 종결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뉴욕주 입법의원님들께: 

 

올해의 정치 환경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웠습니다. 뉴욕주와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불만과 미래에 대한 갖가지 불확실성을 낳은 세계의 불안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교착 상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입법부는 근대 역사 상 최대 예산 중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70년 만에 이뤄진 최대 중산층 세금 감면에서 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최저 시금 15달러, 미국 최강의 유급 가족 휴가 계획, 정부 지출 억제, 

그리고 뉴욕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1,000여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올해의 예산은 

뉴욕주 양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옛 회의론자의 속담에 따르면, 

“잘했어, 그런데 넌 최근에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우리는 현재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입법심의회 중 하나를 마무리할 야심찬 아젠다를 마무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헤로인 전염병과의 전쟁;  

2. 유방암 검사 및 치료 접근성 증대;  

3. 종합적인 윤리 개혁안 통과;  

4. Citizens United와의 전쟁;  

5. 철도 교차로 안전성 개선  

6. 알코올 음료 통제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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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압니다. 또한 해결방법도 압니다. 미국에서 뉴욕이 다른 주와 

차별화되는 점은 난관을 물리치고 뉴욕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뉴욕주를 위해 일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시간이 한 주나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뉴욕주에게 자랑스럽게 안겨줄 수 있는 기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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