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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1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방지방지방지방 자치자치자치자치 단체의단체의단체의단체의 비용비용비용비용 절감을절감을절감을절감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68개의개의개의개의 지방지방지방지방 자치자치자치자치 단체들은단체들은단체들은단체들은 통합통합통합통합 및및및및 개편개편개편개편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통해통해통해통해 혜택혜택혜택혜택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걸쳐 68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정부 운영을 

합리화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 구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국무부가 관리하는 LGE(Local 

Government Efficiency) 보조금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18개의 사업을 통해 분배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보조금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납세자들에게 세액 절감 혜택을 

안겨주는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들은 핵심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가정과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과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지사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한 문화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LGE 보조금 등 지방 정부의 

조직 개편 및 통합에 대한 “상향적(bottom-up)”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LGE 

보조금,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 Efficiency Program, Citizen Reorganization & Empowerment 

보조금 등 경쟁력 있는 이 3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됩니다.  

 

뉴욕 국무부 장관 Cesar A. Perales는 지방 자치 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 응급 서비스 통합 자금을 조달하든 이 Local Government Efficiency 이니셔티브는 

납세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Cuomo 주지사 비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러한 보조금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보조금은 Erie, Orange 및 Columbia 카운티의 카운티 시스템과 Northern Chautauqua 카운티의 

Chadwick Bay 지역 수자원 시스템의 개발로 관리 서비스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7건의 수자원 

사업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4개의 학교는 Elmira Heights 및 Horseheads 학교 지역과 Se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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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s 및 Waterloo Central 학교 지역을 포함해 조직 개편을 평가합니다.  

 

또한, City of Peekskill은 New Rochelle, Mount Vernon, Beacon, Newburgh, Poughkeepsie, White Plains, 

Yonkers 시와 Village of Port Chester와 함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협력하는 뉴욕주의 Lower Hudson Valley 지역 중 9개 도시와의 협력 관계를 맺은 MRR(Mayors 

Redevelopment Roundtable)의 Shared Redevelopment Services Program에 대한 자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Mid-Hudson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는 교육, 주택, 교통, 문화,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시 센터 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해 MRR을 

극찬했습니다. 

 

Peekskill 시장 Mary Foster는 “시장의 재개발 원탁 회의에 대한 지원은 Hudson Valley 지역의 경제 

상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탁 회의를 통해 시장과, 개발 담당자, Land Use Law 

Center는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엔진이 되는 전략에 집중하여 협력합니다.” 

 

Hamil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회장 Bill Farber는 “우리의 연료 통합 사업은 정부의 기능을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이동하여 조정함으로써 올바른 규모의 정부를 수립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Hamilton 카운티의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Hamilton 카운티, Towns of Indian Lake & Long Lake, Indian Lake Central 학교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화재 및 구급차 서비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급지급지급지급 부문은부문은부문은부문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600,000 II 단계 공사 Hamilton 카운티 에너지 통합  

$520,200 Orange 카운티 Water Authority Dwaar Kill - Pine Bush 수도관 사업  

$400,000 Town & Village of East Hampton 통합 연료 시설  

$400,000 Town of West Seneca의 수자원 공급 지역 통합 및 Erie 카운티로 수자원 담당 이전  

$396,000 Gouverneur 지역 폐수 처리장 통합  

$361,592 Lysander Fire District, Towns of Lysander & Van Buren 소방 서비스 통합  

$360,000 City of Dunkirk, Formation of Chadwick Bay 지역 수자원 시스템  

$250,000 Columbia 카운티 수자원 공급 지역 서비스 통합  

$158,181 City of Peekskill, Mayors Redevelopment Roundtable의 공유 재개발 서비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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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Mohawk Valley Water Authority, Western Mohawk Valley 지역 물 공급  

$90,000 Town Clerk 및 Town of Clarkstown과의 세무 통합  

$87,627 Onondaga 카운티, Central New York 상호 운용 통신 컨소시엄  

$50,000 Schuyler 및 Yates 카운티에 걸쳐 통합 검토  

$49,500 Elmira Heights/Horseheads 통합 타당성 조사  

$49,500 Village of Hamburg and Erie 카운티 수도국 수도 시스템 통합 조사  

$43,900 Village of Watkins Glen, Project Seneca 하수도 통합 조사  

$36,000 Seneca Falls-Waterloo Central School 학군 합병 타당성 조사  

$35,000 Montgomery 카운티 위생 번호 1 및 Village of Canajoharie 지역 하수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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