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빌트투리드 

전국 최초의 전주 15달러 최저 임금 확립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진정한 진보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스마트한 개혁에 앞장서며, 우리 인프라를 재건함으로써 정부의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세금을 삭감하고 지출 성장율을 2% 미만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근로 가족들의 호주머니에 도로 
돌려주고 근 770,0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왔습니다. Cuomo 지사의 대담한 2016 어젠다는 소기업을 위한 
세금 삭감, 종합적 윤리 개혁과 인프라, 교육 및 환경에 대한 기록적 투자로 인한 이 역사적인 진보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 형사 사법 개혁 및 전국 최초의 전주 15달러 최저 임금 같은 혁신적 제안으로 우리는 
뉴욕주가 다시 한번 오늘의 가장 시급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선도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가족 및 커뮤니티에 
투자

근로 가족들이 봉급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돌볼 것인지의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를 
제정

부담 없는 주택을 건설 및 유지하고 노숙을 
퇴치하기 위해 200억 달러 제공

뉴욕주 전역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증대

뉴욕주의 경제를 성장 

기업가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0
만개 이상의 소기업을 위한 3억 달러의 세금을 
삭감

주의 모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교부금 총 9억 5000만 달러

새 뉴욕주를 건설

Penn Station 및 James A. Farley Post 
Office를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로의 
역사적인 탈바꿈

MTA, LIRR 및 Metro North 자본 개선을 위한 
261억 달러로 LIRR 서비스를 크게 확장하고 
3,100대의 새 버스와 1,400대의 새 지하철 
차량을 투입

대중 교통 및 지역 공항에 투자하면서 
도로와 교량을 재건함으로써 뉴욕주 특히 
업스테이트의 교통 인프라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220억 달러

뉴욕주민들과 환경을 보호

뉴욕주민들이 구입하여 먹는 식품에 대한 투명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뉴욕주 인증 
양질 이니셔티브를 출범

유방암 검진율을 높여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돕고 전립선암 관련 위험에 대해 수 천명의 
남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9100만 달러 제공

종합적인 윤리 개혁을 위한 투쟁

LLC 허점을 메우고 캠페인 재정 공개를 증대

주 의원들의 외부 소득을 기본급의 15%로 제한

자발적인 공공 선거유세 캠페인 자금 시스템 채택

부패로 유죄 확정된 주 의원들의 연금 박탈

Cuomo 지사가 제안한 자본 계획은 뉴욕주 
교통 인프라에 대한 주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나타냅니다. 이 대담한 계획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 
전역의 경제 발전을 촉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 전역의 대상 지역에 더 많은 뉴욕주 경찰과 주 
방위군을 영구 배치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향상

뉴욕주에서 석탄 사용을 2020년까지 철폐함으로써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주를 확보

환경보호기금에 그 역사상 최대의 투자인 3억 달러 
배정



Built to Lead뉴욕주의 학교 혁신

학교 보조금을 21억 달러 늘려 갭 철폐 조정을 종식 – 주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 지출

실패 학교 및 고니즈 교육구를 부양하기 위한 1
억 달러의 커뮤니티 학교 기금 설립

3세아를 위한 유아원을 확대하여 중요한 발달 
나이에 양질의 교육을 보장

시험을 줄이고 질이 높은 표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교육구, 교육자 및 학생들의 권한을 증대

우리의 2016 어젠다에서의 정책 및 
이니셔티브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ny.gov/BuiltToLead 

“우리는 그 날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룰 능력을 입증해 왔으며 한 때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을 
해왔습니다. 함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스마트하고 튼튼하며 
공정한 뉴욕주를 건설하여 전국에 다시 
한번 전진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학년도 중에 교실 용품 및 자료를 구입하는 
교사들을 위해 200 달러의 감세 제공

— 주지사 Andrew M. Cuomo

Andrew M. Cuomo
주지사

2016년을 위한 대담한 어젠다

Built to Lead

中文翻譯

한국어 번역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Traducción al español

on.ny.gov/BTLBrochure

Traduzione italiana

Tradiksyon kreyòl ayisyen

Traduction frança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