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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의회 대표단에 서신을 발행해 무제한 주 원조의 5,000억 달러가
상원에서 통과되는 구호 패키지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신을 발행하여 뉴욕의 의회 대표단(Congressional
Delegation)에 상원에서 통과되는 구호 패키지에 무제한 주 원조의 5,000억 달러가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Schumer, Gillibrand 상원의원님 및 뉴욕주 의회 대표단께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동안 우리 주의 사람들을 대신한 귀하의 시간과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오늘날 정부의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고려하고 있는 힐스 법(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and Schools Act, HEALS Act)은 뉴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주지사
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은 무제한 주 원조에 5,00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주목할만한 경제학자들은 주 및 지역 원조 없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하도 아시듯이 과거 케어스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은 공화주의자 주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주도된 자금 공식으로 원조금을 분배했으며 이는 뉴욕을 어렵게
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당 25,000달러를 받았고
알래스카는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당 2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실질적인 주의 예산을 설정합니다. 주 의회는 올해 귀하가 제공하는
연방 원조에 의존하여 구성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주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 회계연도에 140억 달러, 2022년에는 160억 달러의 세입 부족액이
있으며, 추가적인 연방 지원 없이는 병원, 학교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을 20% 줄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기금으로 주에 제공하는 범위까지는 이 20% 감소 범위 내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요청된 140억 달러를 받으면 1년(2021년)의 예산 자금을
완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가 70억 달러를 받을 경우 학교, 병원 및

지방정부는 10%가 삭감됩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 법안은 교육에 전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가 최소 2021년을 위한 140억 달러와 2022년을 위한 160억
달러를 받지 못하고 교육에 자금을 완전히 제공한다면, 병원 및 지방정부의 자금을 많이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세입 부족액에 대한 완전한 자금
제공이 없을 경우, 교육을 위한 자금을 전체 지원하면 병원, 지방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20% 이상의 추가 삭감이 필요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공화당이 제안한 힐스 법의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120억의 부족액이
있으며 자금 제공이 없다면 통행료와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여행 관련 활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라구아디아(LaGuardia), 존 F. 케네디 공항(John F. Kennedy Airport) 및
기타 개선에 대한 연방 지원 건설이 없다면 역시 중단 또는 지연될 것입니다.
힐스 법은 또한 뉴욕 주민의 재산세를 결정합니다. 저는 하원, Pelosi 대표 및 뉴욕
의원들이 제안한 히어로즈 법(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이 최종 법안에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의 폐지에 대한 히어로즈 법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17년에 통과된 연방 주 및 지방세 조항은 사실상 뉴욕 주민들에게는 도난과
같았습니다. 그 연방 조치만으로도 뉴욕 주민들에게 추가 연방세로 150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향받은 뉴욕 주민의 평균 비용은 8,700달러입니다. 법안에서 주 및
지방세를 폐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연방하원 법안(House bill)에
포함된 주 및 지방세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반대 투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변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구호 법안에서 개별 병원, 학교 및 지방정부에 원조를 할당하는
연방 정부가 임의적이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치적
갈망은 이해하지만, 이는 뉴욕주를 제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은 불공평하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주정부는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제한 주 원조의 5,000억 달러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구호
패키지에 포함시키기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 다음 코로나19 구호 법안은 주지사로서 제 임기 중에서 연방 법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뉴욕주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병원, 지방정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항만청과 납세자에게 올해의 전망을 알려줄
것입니다.

제 사무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원 소수당
대표인 Schumer 상원의원,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위원장인 Lowey 하원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을 위해 귀하와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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