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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DE BLASIO 시장,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HEASTIE 

의장, 뉴욕 노동 지도자들은 치명적인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부양 자금을 제공하도록 

뉴욕 의회 대표단에 촉구하는 서신을 발행  

  

제안된 9,080억 달러 패키지의 자금은 가장 어려운 상황의 주에게 공정하게 보상해야 해  

  

뉴욕주는 가장 영향을 받은 주이며 세금 증가 및 필수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소 

150억 달러가 필요, 뉴욕시는 최소 90억 달러 필요  

  

연방 정부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 Bill de Blasio 시장,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Carl Heastie 하원 대표 및 뉴욕 노동 지도자들은 오늘 뉴욕주의 의회 대표단에게 

도시 및 주 예산의 재앙적인 삭감을 피하기 위해 다음 연방 부양 패키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편지는 뉴욕주가 코로나19로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강조하고 각 주의 필요에 따라 할당되는 다음 부양책에 자금을 

요구합니다. 뉴욕은 세금 증가 및 필수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15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올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45억 달러 이상을 받지 못하면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요금이 증가합니다. 

뉴욕시는 적어도 9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서신의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친애하는 Schumer, Gillibrand 상원의원님 및 뉴욕주 의회 대표단께  

  

뉴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해 절박한 고통을 겪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가 코로나19 구호 자금에서 약 

9,080억 달러의 단기 연방 기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시 

조치로서, 이 제안은 주정부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요구를 해결해야 하며, 뉴욕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의 동료들에게 뉴욕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높은 비용을 치렀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의 손해는 연방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주와 달리 뉴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유럽에서 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유럽 국가로 인했음을 분명히 추적했습니다. Trump 

행정부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뉴욕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Trump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이동을 2월 1일부터 금지했지만 3월 16일까지 유럽 

여행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3백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뉴욕으로 여행했고, 

통보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이 뉴욕주에서의 사례 

급증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Redfield 박사와 Fauci 박사가 의회 앞에서 증언하여 

확인되었습니다.  

  

9,080억 달러 패키지 내 연방 원조는 주별로 발생한 손해에 비례해야 하며 연방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주 중 하나입니다. 이는 Trump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뉴욕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연방 기금은 정치적으로 분배되어서는 안되며 필요와 손상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정한 추정을 사용하여도 뉴욕은 미국의 경제 엔진이며, 이 

사실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방 법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주도 

연방 정부가 뉴욕을 손상시키는 정도로 손상받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필요는 절실합니다. 올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45억 달러를 받지 못한다면 

9,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되며, 지하철과 버스 요금 및 횡단시설의 통행료는 인플레이션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뉴욕주가 최소 150억 달러의 원조를 받지 못하거나 

뉴욕시가 직접 원조로 최소 9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세금 증가, 필수 근로자의 해고 및 

상당한 차용을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뉴욕 가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때가 아니며,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인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아닙니다.  

  

이 초기 패키지로 더 실질적인 패키기자 통과될 다음 3월까지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필수 자금 없이는 3월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Bill de Blasio 시장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임시 의장 및 다수당 대표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대표  

  
Mario Cilento  

뉴욕주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뉴욕주 지부  

회장  

  
John Samuelsen  

미국 운수 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of America)  

국제 위원장  

  
Anthony Utano  

그레이터 뉴욕 로컬 100 운송 노동조합(Transportation Workers Union of Greater New 

York Local 100)  

회장  

  
Gary LaBarbera  

그레이터 뉴욕 건축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회장  

  
Henry A. Garrido  

37 지구 위원회(District Council 37)  

전무 이사  

  
Gregory Floyd  

237 지구 트럭 운전사 조합(Teamsters Local 237)  

회장  

국제 트럭 운전사 일반위원회(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General Board) 

부사장  

  
Michael Mulgrew  

미국교사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회장  

  
Wayne Spence  

뉴욕주 공공근로자 연합(NYS Public Employees Federation)  

회장  



 

 

  
Mary E. Sullivan  

1000 지구 공무원협회(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 시정부 직원 미국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회장  

  
Richard Maroko  

뉴욕 호텔 및 모텔업 협의회(New York Hotel and Motel Trades Council)  

회장  

  
Harry Nespoli  

지방 노동위원회(Municipal Labor Committee)  

위원장  

  
Dennis Trainor  

미국 1지구 커뮤니케이션 근로자부장(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District 1)  

부회장  

  
Kyle Bragg  

32BJ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회장  

  
Mark Cannizzaro  

뉴욕시 학교 감독관 및 행정관 협의회(Council of School Supervisors & Administrators)  

회장  

  
George Gresham  

1199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 의료 노동자 동부(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회장  

  
Andrew Pallotta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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