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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방정부들의지방정부들의지방정부들의지방정부들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간소화를간소화를간소화를간소화를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3개개개개 마을에마을에마을에마을에 142,750 달러달러달러달러 배정배정배정배정; 연중연중연중연중 추가추가추가추가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 기회기회기회기회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마을 해체 계획 및 이행을 위해 3곳의 지자체에 총 142,750 

달러의 지방정부 시민 구조조정 권한이양 교부금(Citizen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 

제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방정부 효율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정부에 지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높은 재산세는 우리 주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주의 재정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비용 지출을 중단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발전된 모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납세자들에게 끼치는 재정적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들 

지방정부는 서비스 및 해체 계획 공유 사항을 검토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구조조정 권한이양 교부금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재산세를 줄여주는 지방 

프로젝트에 권한을 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입니다. 

 

Niagara 카운티에 속한 Village of Wilson과 Sullivan 카운티에 속한 Village of Bloomingburg는 

커뮤니티-특정 정보를 생산 배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해체를 요구하는 제안의 결정 

사항들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기 50,000 달러와 42,750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해체 안건을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민투표는 2014년 8월 26일에 Village of Wilson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illage of Bloomingburg의 주민투표는 2014년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체 안건이 다수결로 승인될 경우 이 교부금도 마을의 최종 해체 계획안의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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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ne 카운티에 속한 Village of Lyons는 마을 해체안 이행과 과거 마을 정부 서비스를 Town of 

Lyons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50,000 달러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Village of Lyons의 

해체는 2015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Village of Wilson의 Bernie Leik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착수한 구조조정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Village of Wilson은 자금 제공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주신 뉴욕주 국무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성 투표가 많으면 

납세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연구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Village of Lyons의 Terry R. VanSteam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Village of Lyons의 시장으로서, 

해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을 제공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지는 많은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주신 뉴욕주 국무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평의원회 및 직원들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통합을 생각 중인 커뮤니티들은 뉴욕주 국무부, 지방정부서비스국(518-473-3355)으로 문의하거나 

http://www.dos.ny.gov/lg/ 사이트를 방문하여 시민 구조조정 권한이양 교부금 자격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신청 마감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4시 입니다. 지방정부는 이제 새로운 

Gateway Grant Opportunity Portal (www.grantsgateway.n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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