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현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입법 심의회에서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 성취 발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제정,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 프로그램 개발  

  

미국 정부가 중산층에  가한 공격에 맞서 재산세  상한제 영구화, 지출 2%로 제한, 

중산층 감세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제거,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제정, 전환 치료 금지 등 오랫동안 추구한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승리  

  

농장 근로자 권리법(Farmworkers Bill of Rights) 제정, 노조 결성 권리, 휴가일, 

초과시간 수당 부여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주법으로 성문화, 추가 성추행 보호 조치 등 직장 

내 여성을 위한 보호책 강화, 강간 공소시효 확대  

  

국가 주도의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Program) 재허가 및 확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관리진의 

변혁적  개혁, 중요 개선을 위한 지원금 포함  

  

다각적  민주주의 어젠다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보장  

  

위험 인물의 수중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보호책 강화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개혁 활성화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통과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이 오래 기다린 

정의 실현  

  

  



12월에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를 처음 발표한 Andrew M. Cuomo는 

오늘, 올해 입법  심의회  동안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심의회였습니다 .   

  

이러한 전면적 개혁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고 

파괴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며 뉴욕이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권리를 

지원하고 주 전역 교통 체계를  현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전념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성평등 및 성소수자(LGBTQ) 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9년 연속 소비 성장을  2%로 유지하기,  영구 재산세 

상한제 제정하기, 중산층  세금  줄이기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책들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 개월 전 주정부는 뉴욕이 진보하기 위한 

적극적 청사진인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를 제시했습니다 . 우리가 

해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결국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을 성취하느냐입니다 .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입법  심의회였습니다 . 결과물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 주정부는 두  가지  기본 특징을 유지했는데 , 바로 전례  

없는 국가  주도적 규모로  이루는 사회 진보와  병행하는 재정적 책임 및 경제  

성장입니다 ."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을 제정합니다 . 

프로그램의  목표는 2040년까지 전기 분야에서  탄소  배출 없애기, 2035년까지 

9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  설치하기, 2025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기, 2030년까지 3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소 설치하기 ,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주 단체가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자원 40%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 지시하기입니다 . 또한, 해당 법은 

주가 어떻게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85%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 분야에서 

배출을 없앨 것인지 구상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 기관 및 부처 

대표들, 입법부 직책으로  구성되는 기후 조치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를 

만듭니다.   

  

영구적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 2012년 시행된 이후의 감세액  약 

250억을 기반으로 2%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화했습니다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자금 및 관리진: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통행료 

징수(Central Business District Tolling), 진보적인  새 고가 부동산 누진세, 인터넷 

세금 우대  제거로 모은 약 250억 달러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지원했습니다 . 재조직  계획 만들기,  권위자 임명과  보조를 같이 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MTA Board) 임명직 변경하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독립 부정적발 감사 및 효율성  검토  받게 하기,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요 건설 검토부 요청하기 등 오래전에 했어야 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  

  

성소수자(LGBTQ) 권리 증진: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지원하는 변혁적 법안을  제정합니다 . 이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제거를 포함합니다 . 개인이 피해자의 성별, 성별 정체성 , 성적 취향을  바탕으로 

다른 이를  공격하는 데 주 법으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허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과 성소수자(LGBTQ) 

전환 치료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  

  

농장 근로자 권리법(Farmworkers Bill of Rights) 수립: 해당 법은 농장 근로자 

권리법을 수립하여 초과 근무  수당,  휴가일, 노조 결성권을 부여합니다 .   

  

추가 성추행 보호 조치 제정: 이 일괄적 개혁은 '심각한 또는  만연한 '  행동이라는  

소송 구성  요건을 개정함으로써  뉴욕주 인권법(New York Human Rights Law)에 

따라 고용주에게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것이며,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고발된  직장 성추행 공소시효를  일 년에서 삼 

년으로 연장하고, 고용 계약 시 공개  금지  합의문에  피고용인은  여전히  지방,  주, 

연방 차별  금지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표현을 

포함시켜 피고용인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확대: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는 고발을  원할 경우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작년에 침묵  속에  수십 년 동안 고통 

당한 희생자들께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관해 용감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으로 인해 주정부의 역량 부족 

또한 드러났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 미국 전역의 주들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급 및 3급 강간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이러한 죄와 관련하여  고발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늘립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직장 내 여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괄적 개혁은  보호  계층임에 기반하여 대체로 유사한 모든  업무에 

불평등한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성별, 인종, 기타 

보호 계층임에 기반하여  급여를 적게 주려고  사용하는 모든 허점을 없애기 위해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임금 '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 고용주가 일자리  제의 



또는 급여  결정 시 지원자  및 피고용인의  급여 기록을 묻거나 그 기록에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급여  기록 금지 법안을 포함합니다 .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MWBE Program) 재허가 및 확대: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program)은 개시 이후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소수집단 소유 및 여성 소유  기업과 수천 건의 주  

계약을 맺으며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MWBE 

program)을 재허가하고  주 계약을 맺은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 관련  법 조항을 확대합니다 .  

  

임차인 보호조치: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임차인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이 일괄적  개혁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보호하는 주 역사상 가장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를 제정합니다 .  

  

비의료적 백신 예외사항 제거: 현재 미국에서는 약  25년만에 심각한 홍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뉴욕 내에서 발생하여  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비의료적 백신 예외사항  때문에 뉴욕주 전역 많은  지역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낮으며 ,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이 새 법은 학교 아동용  백신 

접종 조건에서 비의료적  예외사항을  제거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와중에  대중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질 좋은 교육 보장: 학교 지원금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총 학교 

지원금은 279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학교  수준에 맞게 지원할  것을 

우선시함으로써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입니다.  

  

Jose R. Peralta DREAM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법안의 현실화: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엑셀시어(Excelsior) 같은 주 관리 장학금 이용을 포함하여, 드디어 불법체류 뉴욕 

학생들이 주민 동기들이  받는  이점을 똑같이  받게  됨으로써 수천 명의  뉴욕 

주민에게 고등 교육의  문이 열렸습니다 .  

  

Excelsior 장학금 수업료 무료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Free Tuition 

Program)지원 확대: 수업료 무료 프로그램이  3년째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 1년  

생활비가 12만 5,000달러인가정의 학생들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55% 이상의  정규, 주 내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및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학생, 또는 뉴욕  거주 학생 21 만명 

이상이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과 결합하여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 개혁: 경범죄와  비폭력 범죄에  대한  현금 보석을 없애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검색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형사 사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했습니다 .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주지사의  전례 없는 약속에 기반합니다 .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Tunnel Project) 시행: 이 법안은 게이트웨이  

개발 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를 수립하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종합적 철도 투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뉴저지와 함께 하는 이 주간 

활동은 인프라 면에서  세계 리더인 뉴욕주의  역할을 되찾는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환경 보호: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환경 보호 계획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작, 일회용 비닐 봉지 금지, 음식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시작, 깨끗한 물 

인프라에 5억 달러 추가 투자 , 뉴욕주의 역사적인 투자금 30억 달러로  확대,  

환경에 가장 심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막는 동시에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   

  

뉴욕 주민 건강 보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조항을 

성문화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조치에 상관없이  뉴욕  주민의 건강에  필요한 

사항들이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권리 지원: 제이너스 보호법(Janus protections)을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했습니다 .  

  

민주주의 어젠다 장려: 뉴욕 투표수를  높이고  뉴욕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올해 다음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 연방 및  주 선거 동기화 , 

미성년자 조기 등록, 이른 투표 , 보편적 등록 이전, 진보된  부재자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  

  

상식적 총기 규제 개혁: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인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SAFE Act)에 기반하여 올해 추가 조치가 

제정되었습니다 . 적색기  법안(Red Flag Bill),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신원  

조회 유예  기간 연장 등 범죄자의 수중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게 보장합니다 .  

  



어린이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서명: 오랫동안 기다린 이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의 낡은 법을 고치고  가해자들이  범죄 시기에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종식: 유한 책임 회사의 정치 기부금을 

연간 총 5,000달러로  기업과 똑같이 제한함으로써  유한 책임 회사의 법률상 

허점을 없앴습니다 . 새 법은 또한 기부를 하는 유한  책임 회사 직간접 일원의 

이해관계 및 개인에 기인한 기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  

  

2019 년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 성취: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피임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보험법(Comprehensive Coverage Contraceptive Act),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복수 포르노 금지, 직장에서 모유 

수유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여성의 

공정함과 평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 자본 지원 투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혹한의 겨울 복구(Extreme Winter Recovery)용 완전 지원금:  혹한의 

겨울 복구  프로그램(Extreme WINTER Recovery program)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  6,500만 달러. 지방 정부가  뉴욕주의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손상된 지역 고속도로  및 도로를 복구  및 재건설시 

강화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 도로 및  다리에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인프라  투자는 통합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Consolidated 

Highway Improvement Program, CHIPS) 및 마키셀리 

프로그램(Marchiselli program)을 통해 제공된 주 지원금  4억 7,800만 

달러, 페이브  뉴욕(PAVE-NY) 및 브리지 뉴욕(Bridge NY)을  위한 2 억 

달러에 추가됩니다 .  

•  1억 2,000만 달러의 공공 주택 투자: 뉴욕주가 이례적으로  뉴욕시 

주택 당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에 5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에 기반하여 주지사와  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 1 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  또한 주택 당국과 

기타 뉴욕시외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복구력 및 경제 개발 계획(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을 위한 1억 달러: 

주지사와 의회는 뉴욕주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의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에  제공하기로  한 최대 3 억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 지난달에  시작한 복구력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위원회는  인프라에  미치는 홍수 피해를  줄일 프로젝트를  



찾고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호수 주변에서 

지역 기관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  

•  나이아가라  경계 교통 당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NFTA)을 위한 2,000만 달러: 2,000 만 달러의  책정  

자본금은 주지사 및 의회가 나이아가라  경계 교통  당국(NFTA)에 

5 년 동안 제공하기로  한 1 억 달러 중 첫 해 지원금으로  제공됩니다 .  

이는 메트로  레일(Metro Rail)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5개년 자금 

계획을 지원합니다 .  

•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33번 스트리트(33rd Street) 입구: 4억 

2,500만 달러 자금은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33번 

스트리트(33rd Street) 입구 프로젝트와  기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ong Island Railroad, LIRR) 개선 관련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지사는 불과 지난달 33번  스트리트(33rd street) 7번 

애비뉴(7th Avenue)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새 주요 

입구의 최종 설계 렌더링을 발표했습니다 . 이 입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IRR) 메인 콘코스와 뉴욕시 전철(New York City Subway)로  

곧장 가는 , 굉장히 필요했던 길을 제공합니다 .  

•  공공 도서관에 2,000만 달러 투자: 도서관은 21세기 지역사회  

중심지로 바뀌고 있으므로 공공 도서관용 2,000만 달러 자본금 

책정으로 뉴욕주 전역의 도서관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고등 교육 자금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Capital 

Matching Grant Program)을 위한 3,000만 달러: 3,000만 달러 자금 

책정으로 고등 교육 자금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Capital Matching Grant Program)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는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매칭 자금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 독립 

칼리지가 자가 인프라 및 설비에  중요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  혐오 범죄 보호를 위한 2,500만 달러 보안 투자:  2,500만 달러 책정 

자금은 사립 학교, 커뮤니티 센터, 거주자 수용시설,  어린이집  등 

이데올로기 , 신념, 사명 때문에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용으로  포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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