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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소상공인들을소상공인들을소상공인들을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직접적으로직접적으로직접적으로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개혁안을개혁안을개혁안을개혁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2011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행정행정행정행정 및및및및 규제규제규제규제 개혁안으로개혁안으로개혁안으로개혁안으로 소상공인들의소상공인들의소상공인들의소상공인들의 소득이소득이소득이소득이 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 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되다창출되다창출되다창출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1년 이후 200여건의 행정 및 규제 개혁안이 나와 뉴욕주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영업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업계 리더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만 해도 뉴욕은 비즈니스 풍토가 적대적이어서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기가 더 쉬워졌고 비용 면에서도 저 절감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일궈낸 변화가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가 다시 

한 번 비즈니스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25여개의 주정부기관들이 역사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 및 규제 개혁안을 실행하였습니다. 

주정부기관은 사업주, 비즈니스 자문기관, 민간부문 노조, 지자체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권고사항과 피드백을 포함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비즈니스 개혁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목적은 뉴욕주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및 관행을 수행하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혁안을 소개하는 새로운 간행물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기관이 내놓은 개혁안의 하이라이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Adirondack 공원국공원국공원국공원국: 폐업을 강요하는 대신 해결을 통해 비즈니스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정책 채택. 

• 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 로컬 푸드와 농산물을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PRIDE of NEW YORK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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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 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 뉴욕만 가리비 채취 어부가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실업 보험 사기 및 남용을 탐지하기 위한 법률적 강제 규정을 수행할 법규 발표. 

• 세무국세무국세무국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소상공인에게 USPS 또는 팩스로 클레임 건을 

제출하도록 제한적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온라인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전자출원 요건 

수정. 

• Empire State Development: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개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 일반서비스실일반서비스실일반서비스실일반서비스실: 금융서비스 조달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채권 및 LC 

요건 축소. 

• 공공서비스위원회공공서비스위원회공공서비스위원회공공서비스위원회: 뉴욕의 상업계, 산업계 및 소상공인에게 약 4억6,500만 달러의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 제공.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류청주류청주류청주류청: 소상공인들을 위한 케이터링 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다면적인 전자인허가 

프로젝트 출범. 

• 산업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 직원 상해 보상 신청서의 전자 제을 허용하는 새로운 “eClaims” 시스템 

구축. 

 

New York State Business Council 의장인 Heather Briccet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는 뉴욕에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Cuomo 행정부가 수생한 개혁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어나갈 

것입니다.”  

 

미독립기업인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 뉴욕주 이사인 Michael Dura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중복된 법규로 인해 지난 수 십년 동안 뉴욕에서 기업 활동, 특히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척결하는 데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필요하고 포괄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 Cuomo 

행정부가 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의장인 Kathy Wyl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 개혁은 뉴욕 

비즈니스의 최우선 과제입이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어 Cuomo 행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입니다.” 

 

North Country 상공회의소 의장인 Garry Doug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고용주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규제 변경과 개혁을 수행하는 일에 앞장서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과 개혁은 주지사 집무실에서 우리 상공회의소와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가진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조치로 뉴욕주 입법부가 2015 

세션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상식적인 개혁을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Associated Builders & Contractors 사장인 Brian Sa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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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야 할 수많은 사업주 규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주지사와 그의 팀은 

뉴욕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합리적인 개혁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단계로써, 입법부가 다가올 입법심의회에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Long Island Association의 대정부 문제 부사장인 Matthew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ㅈㅇ책으로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휘하 기관들에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의미 있는 개혁을 채택하도록 

지시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Business Council of Westchester의 사장 겸 CEO인 Marsha Go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처리해주신 Cuomo 주지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우리 위원들로부터 뉴욕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적 

부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도 반영되었듯이, 뉴욕주는 기업들이 이 

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나가고 있습니다.”  

 

Unshackle Upstate의 실무국장인 Greg Biry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상식적인 목적이 없는 규칙과 규제라는 복잡한 사항으로 지난 수 십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Upstate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Cuomo 주지사가 거의 200개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뉴욕주 규제를 해소 및 개혁하여 기존의 업체들이 뉴욕에서 성공을 거두고 새로운 

업체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규제 개혁은 2015년에 

Albany의 우선사항이며, 지금 중요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한 이래로 주정부기관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행정 및 규제적 장애물과 기타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데 전념토록 하고 이러한 개혁으로 뉴욕주 내 모든 

커뮤니티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Civil Rights의 부장관 겸 카운셀인 Alphonso B. Dav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기관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뉴욕주 기업체, 가정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개혁은 농업, 건축 

또는 정보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업계이든 찾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창업, 성장, 지속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민간부문 일자리 수는 760만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주 경제는 506,100개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추가했고 지난 47개월 중 40개월 

동안 취업률 증가를 낳았습니다. 

 

업체 관련 뉴욕주 자원에 대한 전체 명단은 www.TheNewNY.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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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