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고통스러운고통스러운고통스러운고통스러운 지역지역지역지역 정부를정부를정부를정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금융금융금융금융 구조구조구조구조 조정조정조정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상세히상세히상세히상세히 알림알림알림알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구조 조정 위원회를 창설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 정부가 

재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체 중재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 당국과 조합이 긴급 절차를 통해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증가하는 은퇴 비용, 줄어드는 인구, 감소하는 재산 가치, 그리고 최근 금융 

위기는 모두 오늘날 지역 정부가 직면하는 어려운 재정 문제의 원인입니다. 금융 구조 조정 

위원회는 주 정부와 지역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 정부가 문제를 뒤로 미루는 대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Cuomo 주지사는 지역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뉴욕주의 기존 보조금 및 인센티브(AIM)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의 요구 사항이나 성과를 반영하지 않으며, 이미 뉴욕주 최대 도시(뉴욕 이외 

지역)의 예산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IM FYE '13 예산예산예산예산 예산의예산의예산의예산의 

% 

Buffalo $161,285,233 $485,621,622 33.21% 

Syracuse $71,758,584 $298,100,229 24.07% 

Rochester $88,234,464 $488,545,600 18.06% 

Yonkers $108,215,479 $442,381,383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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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재정적으로재정적으로재정적으로 어려운어려운어려운어려운 시시시시 당국을당국을당국을당국을 도울도울도울도울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제안에는제안에는제안에는제안에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같은같은 세부세부세부세부 사항이사항이사항이사항이 포함되어포함되어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금융금융금융금융 구조구조구조구조 조정조정조정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이 위원회는 주 예산 이사, 국무 장관, 법무 장관, 감사원장 및 민간 부문 구조 

조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사는 지역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을 확립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 정부는 이 위원회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정 구조 조정 계획을 파악하는 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구조구조구조구조 조정조정조정조정 계획계획계획계획 구구구구현현현현: 2013-14년도 예산에는 재편 계획을 수립한 지역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권고 사항은 자금을 수락하는 모든 시 당국에 

적용됩니다. 이 위원회는 다년간의 재정 계획, 기능 통합, 합병, 공유 서비스, 선출된 공무원 감축 및 

기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이이이 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위원회는 법적법적법적법적 구속력이구속력이구속력이구속력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중재중재중재중재 패널로도패널로도패널로도패널로도 활동할활동할활동할활동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 당국 및 연합이 

동의하는 경우 경찰, 사격 부대 또는 군 보안관 대리 연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과정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중재 규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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