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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15일 

주지사 CUOMO가 지방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기 위한 4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 

 

 주지사 Andrew M.Cuomo는 21개의 지방 당국이 지방 정부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과 재조정을 통해 
납세자의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찾도록 돕기 위해 4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방 정부 효율성 보조금은 정부의 규모를 알맞게 하고 수년간 뉴욕 의 재산세 요율이 국가에서 
제일 높게 만든 원가 동인을 해결하고자 한  주지사의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하고 납세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주지사 Cuomo씨는 말합니다. “우리 
주는 소규모 비즈니스와 노동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여유가 없으며, 이러한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비용을 재조정하고 절감하도록 돕도록 구성되었으므로, 납세자들이 보호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들은 그들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통합을 위한 계획과 시행, 공유되거나 협력적인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지역화된 
제공과 같은 지방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무장관이자 주지자로서, Cuomo는 지방 정부를 재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주 전체에 있는 
커뮤니티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의 그의 임기동안, 그는 
시민들이 지방 정부 해체 또는 통합에 대해 대중 투표를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N.Y.  정부 재조정과 시민 권한 부여 법안의 통과를 옹호했습니다. 주지사로서, Cuomo는 구조조정 
계획과 실행을 위해 지방 정부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민 권한 부여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국무장관Cesar A. Perale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뉴욕 시의 지방 사무소는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커뮤니티와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지방 서비스 제공에서의 혁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은 뉴욕 주를 재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주지사 Cuomo와 국무부의 노력의 핵심 능력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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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프로젝트는 Glens Falls 시와 Warren 카운티 간의 공공 안전과 응급 통신의 통합과 북부 
Monroe 카운티와 Orleans 카운티에 있는 Hamlin, Morton, and Walker Fire 구역의 통합을 
포함합니다. 또한, 6개의 학교는 Chenango Forks와 Chenango Valley 학교 구역, Romulus와 남부 
Seneca 중앙 학교와 Ticonderoga와Crown Point 중앙 학교 구역을 포함하여, 통합을 평가할 
것입니다.  
 
Erie 1 BOCES는 그 지역 학교 구역의 모든 컴퓨터 사용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Marcellus의 타운과 마을과 반대로, Marcellus 중앙 학교 
구역은 폐수 서비스를 통합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 부장관인 Dierdre Scozzafava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납세자들에게 순환하는 연간 절감이 
발생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방 정부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효율성을 
위한 옵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지방 정부들과 일할 것을 고대합니다.” 
 
Marcellus 마을의 시장인 John Curti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Marcellus 커뮤니티의 거주자들은 
마을이 60만 달러의 지방 정부 효율성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을 
하수구 통합과 처리 시스템은 가장 가치있는 자산 중의 하나이며 이 보조금은 우리가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손금을 파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하수구 사용자들인 마을, 타운, 학교 
구역의 모든 거주자들의 혜택을 위해 중앙화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 시가 작은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와 실질적인 관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가 되며 Marcellus 커뮤니티가 가장 감사해합니다.” 
 
Donald Ogilvie, 구역 관리자와 Erie 1 BOCES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에너지와 직원 
비용을 대략 5백만 달러까지 절감함으로써, 우리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통해, 학교 구역이 
자금을 각 교실에 할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BOCES의 큰 규모의 협력입니다: 
Cattaraugus Allegany; Erie 2 Chautauqua Cattaraugus; Orleans Niagara; 와 Erie 1. 프로젝트는 서부 
뉴욕 지역에 걸쳐 거의 100개의 학교 구역에 대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룰 것입니다.” 
 
 수도권 BOCES 구역 관리자 Charles S.Dedrick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국무부가 자금을 
위해 수도권 BOCES 지방정부 처방약물 구매 연합체를 선정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 전체의 학구와 BOCES가 처방약 비용에서 중대한 비용 절감을 
실현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도록 해줄 것이며,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BOCES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000 북부 Marcellus의 마을, 타운, 중앙 학교 구역의 하수구 통합 
 
$570,547 Erie 1 BOCES을 위한 중앙화된 컴퓨터 전원과 제품주기 관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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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70 수도권 BOCES 지방 정부 처방 약물 구매 연합체 
 
$400,000 북부 Tonawanda Niagara 카운트-도시의 경찰 PSAP 통합체 
 
$400,000 Scottsville 마을의 지역 오수거 펌프 스테이션과 힘 주요 프로젝트  
 
$321,595 Hamlin-Morton-Walker 소방 구역 통합 
 
$239,819 북부 국가 응급 통신 통합 
 
$212,000 Wyoming카운티 통합 지방 정부 수자원 관리 
 
$210,778 Chester 타운과 마을의 경찰국 통합   
 
$79,830 Tonawanda 타운 수돗물 공급 대체물 평가 연구 
 
$67,500 Albany 주 전체에 걸쳐 공유되는 고속도로 서비스 연구 
 
$63,000 북부 지방 지역 공유 지세 정보 시스템  
 
$54,000 Ulster 카운티와 Kingston 도시 여행 서비스 통합 
 
$50,000 Dobbs Ferry 마을과 Hastings 마을의 DPW 통합 연구 
 
$49,500 Watkins Glen 마을 경찰 구조조정 연구 
 
$49,500 Marion와 Walworth 타운 폐수 가능성 연구 
 
$45,000 Chenango Forks/Chenango 마을 학교 구역 재조정 연구 
 
$45,000 Romulus와 남부 Seneca 중앙 학교 구역 재조정 연구 
 
$45,000 Ticonderoga와 Crown Point 중앙 학교 구역 재조정 연구 
 
$37,761 Schenectady 도시 학교 구역 공유 학교 비즈니스 사무소 
 
$25,000 마을 Dryden 경찰국 해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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