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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열두 번째 제안 

발표: "뉴욕의 미국 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 법 영구화  

  

법안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미국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미국에서 제조된 구조용 철강 및 철 사용 의무화  

  

법안은 2020년 4월이 만료될 예정인 2017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현행법을 개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열두 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뉴욕의 미국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법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법에 따라, 

1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주 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철강 및 

구조용 철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2020년 4월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며, 이 법을 영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정부 기관은 고품질의 미국산 구조용 

철과 강철을 사용을 통해 노동 조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의 어떤 주도 뉴욕처럼 건설되지 않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1,500억 달러의 인프라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법을 영구적화한다면 인프라 프로젝트에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철강 및 철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21세기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주지사는 뉴욕주의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Cuomo 주지사는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교량 관리청(Bridge Authority),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뉴욕주립대학교 건설 기금(SUNY Construction Fund),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은 1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모든 도로 포장 및 교량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재 및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행 이후, 미국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 일부는 미국산 구조용 철강 및 철을 

사용했습니다. Mario M. Cuomo 브리지 철강 110,000톤이 사용되었고,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처음 두 단계에 사용된 6,850톤의 철강이,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에는 11,500톤의 철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고품질의 안전한 강철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은 수천 개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구조물이 미래에 오래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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