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고통고통고통고통 받는받는받는받는 지방지방지방지방 정부를정부를정부를정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재무재무재무재무 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 위원회를위원회를위원회를위원회를 마련하기마련하기마련하기마련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법안법안법안 발송발송발송발송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지방지방지방지방 정부정부정부정부 리더리더리더리더,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제안한제안한제안한제안한 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지지지지지지지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통 받는 지방 정부를 위한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를 설립할 

법안을 발송했습니다. 이 법안을 첨부했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시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곤란한 지자체들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문서 작성을 그만 합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해당 지자체에 

특정적인 구조조정 계획. Albany는 Syracuse와 다르고, Buffalo와 다르며, Jamestown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한 가지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연설연설연설연설 비디오를비디오를비디오를비디오를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다운로드하십시오다운로드하십시오다운로드하십시오.  

 

주지사의 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governor.ny.gov/press/05142013-restructuring-board-for-distressed-local-govts 

 

뉴욕주 전역의 지방 정부 리더들은 주지사가 제안한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를 위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Joanie Mahoney: “Cuomo 주지사가 지방 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보다는 옵션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가 발표한 제안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제안은 지자체가 경비 인상을 하기 전에 미리 재정 문제를 관리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Edward P.  Mangano: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전체 지자체 예산에게 

스트레스가 된 연금, 의료 서비스, 비지원 지시 사항 등의 비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3년 연속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는 

한편 대대로 이어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Nassau 카운티에서 낭비가 심한 항목의 

지출을 2억 9000만 달러나 줄였습니다.”   

 



 

Korean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Daniel P. McCoy: “Andrew Cuomo 주지사가 지방 정부가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Albany 카운티 집행관 Daniel 

P. McCoy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정부 리더가 주민과 지자체를 위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무 해결책 수립하기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Chemung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Tom Santulli: “저는 Cuomo 주지사가 재정적으로 고통 받는 지자체에게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주지사가 분명히 선언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만두고 실제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더 많은 커뮤니티가 파산하기 

전에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운영 방식을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Mike Hein: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전체의 고통 받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공황기'가 시작된 이래 지방 

정부는 지출과 서비스는 급증하는데 수익은 감소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Ulster 

카운티 집행관과 NYSAC의 County Executive Association 회장이 그러했듯이 피해 지역의 지방 

정부는 주지사 사무실 및 다양한 주 자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비를 

절감하고 납세자를 위해 더 큰 효율성을 창출하려는 개혁 및 구조조정의 지원 요청을 한 지방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Anthony J. Picente(5월월월월 14일일일일 이벤트의이벤트의이벤트의이벤트의 특이특이특이특이 사항사항사항사항): 지사님 감사 드리며 이 

문제에서 지사님의 리더십과 뉴욕주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카운티협의회를 대표하여 

저는 모든 북부 뉴욕주 및 특히 카운티, 지역 정부, 시들이 어려운 재정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계의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여기 참석하여 기쁩니다. 주지사는 

이것을 인식하였으며 그의 행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예산국장이 

처음부터 언급하였고 2% 한도로 움직이는 Medicaid 보조금으로 인해 북부 뉴욕주의 우리 주민들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공공안전 및 

소방 공무원 및 노조와 같이 협력하는 면에서 본인과 카운티협의회는 이 절차를 환영합니다.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하는 것은 지역 정부의 주요 기능인데, 그들은 우리가 매일 인식하는 취약한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그러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그들과 제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매우 전심으로 

지지하는 제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지사와 계속 

협력하는데 그것은 지역 정부가 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경제에서 변화하는 기술로 지역 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의 노동계 

파트너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저는 이 문제와 모든 문제에서 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Marcus J. Molinaro: “주지사가 뉴욕주의 전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출이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는 피해 지역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리더는 지시 

사항을 해결하고 기타 개혁 방안을 실현해야 하지만 이 방침은 지역사회가 전체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바꾸고 재조정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적극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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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Farber, Hamil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감독위원회감독위원회감독위원회감독위원회 회장회장회장회장: “Cuomo 주지사의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는 지자체가 

재난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실시할 전향적 조치로서 실제 통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사이의 개별적 차이를 고려하고 주, 지방, 최고 회계 전문가를 통합하여 상세 평가와 권장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는 중요한 절차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 및 지방 정부가 

파트너로서 협력하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으며 주지사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omas S. Richards, Rochester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주지사가 제안한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는 일부 도시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이 구조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지사의 발표는 

Rochester시가 수령한 Aid and Incentives to Municipalities(AIM) 자금과 뉴욕주 북부 나머지 지역에서 

수령한 자금의 격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저희가 처한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Rochester와 같은 도시는 재산세 

이상의 확고한 지원 기반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 Rochester를 지원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학기 위해 제안된 위원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Paul A. Dyster, Niagara Falls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뉴욕주 주지사가 드디어 뉴욕주 북부 지자체가 처한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재무 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제안은 지방 정부가 

만성적으로 정체된 수익 및 급증하는 지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옵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함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방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Cuomo 

주지사가 해결책의 일부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yron Brown, Buffalo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최고의 재무 전문가와 리더를 주 정부에 영입하여 지자체가 재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움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도시가 협력하여 온전한 지방 

정부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뉴욕주 북부 도시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해결이 

어렵지만 주지사는 오랜 세월 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Jerry Jennings, Albany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뉴욕주 북부 도시가 직면한 재정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Cuomo 주지사는 모두가 함께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를 위한 

주지사의 제안은 재정 회복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지역 정부가 최선 사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rian Tobin, Cortland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Cortland시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재정적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돕기 위한 주지사의 제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의 강력한 리더십 덕택에 

뉴욕주는 최근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주정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뉴욕 주민에게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Robert Palmieri, Utica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뉴욕주 북부 도시가 어려운 시기에 재무와 예산을 관리할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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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통 받는 지자체가 주 책임자 및 재무 전문가와 자리를 마련하여 모든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적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Utica시에서는 주지사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 시가 재정적 건전성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Sam Teresi, Jamestown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5월월월월14일일일일 행사행사행사행사 참조참조참조참조): 저는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특히 도시들과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여러 세대 동안 직면해 왔던 깊이 뿌리 박힌 구조적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이해 시도 그리고 여러 세대 동안 존재해 왔던 문제에 대해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할 

새 접근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주지사의 임기를 사용하는 옛 접근법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제안은 지역 정부를 위해 공구 상자 

안에 들어 갈 또 하나의 공구로 저는 봅니다. 

 

Long Beach시시시시, 시위원회시위원회시위원회시위원회 Scott Mandel 회장회장회장회장: “지방 정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Cuomo 주지사는 

재정적 상황에 맞으며 오랜 세월 직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구조조정 위원회는 최고의 재무 전문가와 지자체 리더들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되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주지사가 제안한 것을 

지지합니다.” 

 

Buffalo시의시의시의시의\ Mark J.F. Schroeder 회계회계회계회계 감사관감사관감사관감사관: “10년 동안 Buffalo 주민들은 재정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는 뉴욕주의 어떤 

지역사회도 Buffalo시가 경험한 재정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급증하고 수익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독특한 요구사항과 도전과제에 맞게 

만들어진 솔루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제안의 취지와 부합하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주정부에 대한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omas W. Gillen, Oswego시시시시 시장시장시장시장: “뉴욕주는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의 도시, 타운, 마을은 새로운 재정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Oswego시는 다른 곳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잘 견디고 있으며 더 적은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uomo 주지사가 고통 받는 지방정부를 위해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려는 

제안은 전체 주의 지자체에게 희소식입니다. 많은 지방 정부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된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한 이러한 지역사회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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