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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월 25일 

 

예산과예산과예산과예산과, 안정율안정율안정율안정율 연금연금연금연금 분담금분담금분담금분담금 옵션에옵션에옵션에옵션에 의거한의거한의거한의거한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및및및및 지자체의지자체의지자체의지자체의 5개년개년개년개년 절약절약절약절약 가능액가능액가능액가능액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안정율 연금 분담금 옵션에 의거하여 실현될 수 있는 뉴욕주 전체 

카운티 및 시의 다음 5개년에 걸친 절약 가능액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Cuomo 지사와 의회는 2012년 6월 이후에 고용된 모든 주 및 지역 정부 공무원을 위한 새 

연금 플랜인 계층 VI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정부의 더 낮은 연금 분담금을 요구하는 계층 VI에 

의거 고용된 공무원의 경우, 신규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을 대체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총 연금 

분담금이 상당히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커다란 절약이 실현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2013-14 행정부 예산에서 주지사가 설명한 안정율 연금 분담금 옵션에 의거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및 교육구를 포함한 지역 정부들은 즉각 계층 VI의 절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랜에 

의거 지자체에게는 단기 납부금은 상당히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가 계속 충분히 재원 

충당되게 하는 안정 연금 분담금 요율 옵션이 제공됩니다. 채택하는 지역 정부는 분담금 요율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을 피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단기적 

부담이 완화되지만 분담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기금에 납입하는 총액은 협정 유효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약으로 

지역 정부와 교육구는 주민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옵션은 자원적이며 감사관실 또는 교사퇴직위원회의 해당 이사의 승인을 요합니다.  

 

“지자체들이 직면한 어려운 재정 압박은 여기 Albany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본인의 

행정부는 지역 정부들이 예산 의무를 이행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돕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계층 VI 개혁은 지역 정부들이 연금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행정부 예산은 지역 정부와 학교들에게 계층 VI의 장기적 절약뿐만 아니라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위한 교량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 요율 옵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시들을 위한 추정 절약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숫자 단위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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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시시 2014 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5개년개년개년개년 합계합계합계합계 

Albany시  $8.3 $29.9 

Amsterdam시  $1.0 $3.7 

Auburn시  $1.8 $6.5 

Batavia시  $0.9 $3.1 

Beacon시  $0.8 $2.8 

Binghamton시  $3.4 $12.2 

Buffalo시  $19.2 $69.4 

Canandaigua시  $0.6 $2.2 

Cohoes시  $0.9 $3.2 

Corning시  $0.5 $2.0 

Cortland시  $1.0 $3.5 

Dunkirk시  $0.9 $3.4 

Elmira시  $1.7 $6.3 

Fulton시  $1.0 $3.6 

Geneva시  $0.9 $3.1 

Glen Cove 시  $1.7 $6.1 

Glens Falls 시  $1.0 $3.4 

Gloversville시  $0.8 $2.9 

Hornell시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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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시  $0.4 $1.6 

Ithaca시  $2.6 $9.3 

Jamestown시  $2.3 $8.1 

Johnstown시  $0.5 $1.7 

Kingston시  $1.8 $6.5 

Lackawanna시  $1.1 $4.0 

Little Falls 시  $0.3 $1.1 

Lockport시  $1.5 $5.3 

Long Beach 시  $3.4 $12.3 

Mechanicville시  $0.2 $0.7 

Middletown시  $1.7 $5.9 

Mount Vernon 시  $5.5 $19.7 

New Rochelle 시  $5.4 $19.4 

Newburgh시  $1.9 $7.0 

Niagara Falls 시  $3.9 $14.3 

North Tonawanda 시  $1.7 $6.1 

Norwich시  $0.4 $1.6 

Ogdensburg시  $0.8 $2.7 

Olean시  $0.9 $3.3 

Oneida시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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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nta시  $0.7 $2.5 

Oswego시  $1.5 $5.5 

Peekskill시  $2.0 $7.1 

Plattsburgh시  $1.4 $4.9 

Port Jervis 시  $0.6 $2.1 

Poughkeepsie시  $2.7 $9.7 

Rensselaer시  $0.6 $2.0 

Rochester시  $21.2 $76.4 

Rome시  $2.0 $7.3 

Rye시  $1.3 $4.6 

Salamanca시  $0.4 $1.3 

Saratoga Springs시  $2.0 $7.2 

Schenectady시  $3.7 $13.3 

Sherrill시  $0.2 $0.5 

Syracuse시  $12.0 $43.5 

Tonawanda시  $0.8 $3.1 

Troy시  $3.3 $11.9 

Utica시  $3.5 $12.6 

Watertown시  $1.9 $7.0 

Watervliet시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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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lains 시  $8.0 $28.6 

Yonkers시  $21.4 $77.6 

 

 

카운티들을 위한 추정 절약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숫자 단위는 100만):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014 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5개년개년개년개년 합계합계합계합계 

Albany 카운티 $10.2 $35.6 

Allegany 카운티  $2.1 $7.1 

Broome 카운티  $8.9 $30.8 

Cattaraugus 카운티  $4.5 $15.7 

Cayuga 카운티  $3.4 $11.9 

Chautauqua 카운티  $5.6 $19.4 

Chemung 카운티  $4.1 $14.4 

Chenango 카운티  $2.0 $6.8 

Clinton 카운티  $4.0 $13.8 

Columbia 카운티  $4.0 $13.9 

Cortland 카운티  $2.2 $7.7 

Delaware 카운티  $2.1 $7.1 

Dutchess 카운티  $11.4 $39.6 

Erie 카운티  $23.5 $81.6 

Essex 카운티  $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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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카운티  $2.1 $7.2 

Fulton 카운티  $2.6 $8.9 

Genesee 카운티  $3.3 $11.6 

Greene 카운티  $2.1 $7.3 

Hamilton 카운티  $0.5 $1.6 

Herkimer 카운티  $1.9 $6.7 

Jefferson 카운티  $3.9 $13.5 

Lewis 카운티  $3.8 $13.3 

Livingston 카운티  $3.9 $13.5 

  

Madison 카운티  $2.3 

$7.9 

Monroe 카운티  $22.5 $78.2 

Montgomery 카운티  $1.5 $5.2 

Nassau 카운티  $88.9 $317.3 

Niagara 카운티  $6.8 $23.6 

Oneida 카운티  $7.1 $24.7 

Onondaga 카운티  $20.5 $71.2 

Ontario 카운티  $5.3 $18.6 

Orange 카운티  $14.7 $51.2 

Orleans 카운티  $1.9 $6.5 

Oswego 카운티  $4.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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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ego 카운티  $2.3 $8.0 

Putnam 카운티  $3.9 $13.6 

Rensselaer 카운티  $8.5 $29.4 

Rockland 카운티  $16.7 $58.2 

Saratoga 카운티  $6.3 $21.8 

Schenectady 카운티  $6.4 $22.3 

Schoharie 카운티  $1.6 $5.6 

Schuyler 카운티  $0.9 $3.2 

Seneca 카운티  $1.7 $6.1 

St Lawrence 카운티  $3.7 $13.0 

Steuben 카운티  $4.2 $14.4 

Suffolk 카운티  $97.5 $348.0 

Sullivan 카운티  $4.8 $16.6 

Tioga 카운티  $1.6 $5.7 

Tompkins 카운티  $4.0 $13.9 

Ulster 카운티  $8.8 $30.6 

Warren 카운티  $3.8 $13.1 

Washington 카운티  $2.8 $9.7 

Wayne 카운티  $4.2 $14.5 

Westchester 카운티  $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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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oming 카운티  $3.3 $11.3 

Yates 카운티  $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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