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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절약액을 환영하는 카운티 집행관 MAHONEY, 시장 QUILL 및 
CENTERSTATE CEO 회장 ALLEN NAPLES  

 
주지사의 새 연금 개혁 계획은 다음 30년에 걸쳐 Onondaga 카운티에 14억 달러 및 Cayuga 

카운티에 2억 800만 달러를 절약시켜 줄 것입니다 
 

Duffy 부지사는 오늘 Onondaga 카운티 집행관 Joanie Mahoney, Auburn 시장 Michael Quill 
및 CenterState CEO 회장 Allen Naples와 합류하여 다음 30년에 걸쳐 Onondaga 카운티에 
14억 달러 이상 및 Cayuga 카운티에 2억 800만 달러 이상을 절약시켜 줄 최근 통과된 
Andrew Cuomo 지사의 연금 개혁 계획을 환영하였습니다.  
 
Duffy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뉴요커들처럼 Cuomo 지사는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치솟는 연금 비용을 우리 주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상원 및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그의 제안은 우리의 연금 제도를 크게 
개혁하면서도 공무원들을 위한 퇴직 안전을 보존합니다. Cuomo 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새로운 계층 6을 만들어서 뉴욕주에 다음 30년에 걸쳐 800억 달러 이상 및 Onondaga 
카운티에는 30년에 걸쳐 14억 달러 이상을 절약시켜 줄 것입니다. 이는 학교,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고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진짜 돈입니다.  본인은 이 새 법률이 현실이 되도록 
헌신한 카운티 집행관 Mahoney, 시장 Quill 및 회장 Naples에게 감사합니다.” 
 
Onondaga 카운티 집행관 Joanie Mah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종합적인 새 연금 개혁 법률은 다음 30년에 걸쳐 Onondaga 카운티의 14억 달러를 
포함하여 우리 주에 800억 달러 이상을 절약시켜 줄 것입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연금 
비용 증가를 해결하고 예산 갭을 줄이면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도움 요청에 대응한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Auburn 시장 Michael D. Qui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적 시기에 
Auburn 같은 시 정부들이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Cuomo 지사의 새 연금 개혁 패키지는 다음 30년에 걸쳐 Auburn에 2500만 
달러를 절약시켜 주어 고통스러운 일시해고 및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실제적 해법을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본인은 모든 뉴요커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원을 칭찬합니다.” 
 
CenterState CEO의 회장인 Allen Napl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서명으로 법률이 된 새 연금 개혁 패키지는 전주의 지방 정부들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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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족들을 위한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뉴욕주는 다음 30년에 걸쳐 8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여 지자체들이 연금 비용을 감당하고 일자리 감축 및 세금 인상을 방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및 우리 기업들을 위한 더 작은 세금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를 부흥하고 전체로서의 주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재건함에 따른 이 커다란 성취에 대해 본인은 주지사를 
축하합니다.” 
 
뉴욕주의 급증하는 연금 비용은 지역 정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2002년 지역 정부의 연금 지급금은 14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122억 달러로 증가해 
650%나 늘어났습니다.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 개혁 계획은 현재 제도의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여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한 결과, 뉴욕주 
및 뉴욕시를 포함한 지방 정부가 향후 30년 동안 8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지사의 연금 개혁으로 Onondaga 및 Cayuga 카운티는 다음 액수를 절약할 것입니다: 
 
카운티 5년 절약 총액 10년 절약 총액 30년 절약 총액 
Onondaga 카운티 $22,684,639 $98,887,580 $1,473,944,881 

Cayuga 카운티 $3,209,417 $14,004,700 $208,802,515 

 
이 새로운 법률로 2012년 4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계층 VI 연금 플랜이 
실시됩니다. 기존의 직원과 퇴직자들은 모든 혜택을 유지합니다.  새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입직원 납부금 요율: 이 새 계층은 임금이 적은 주 및 지역의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직원 납부금 요율을 
인상합니다. 직원 납부금 요율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o $0 - $45,000: 3%  
o $45,000 - $55,000: 3.5% 
o $55,000 - $75,000: 4.5% 
o $75,000 - $100,000: 5.75% 
o $100,000 초과: 6% 

이러한 요율은 미국 전체의 유사한 대부분의 주 제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본 연금 개혁법에는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늘리고, 
페널티를 포함하여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63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매년 직원 연금 수당은 6.5%씩 영구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 승수 재조정: 계층 VI에 의거, 새로운 연금 승수는 복무의 첫 20년에 대해서는 
1.75%, 21년째부터 2%가 됩니다. 30년 동안 일한 직원의 경우, 계층 5의 마지막 
급여의 60% 대신 계층 6에서는 마지막 평균 급여의 55%가 연금 수당이 됩니다. 
이러한 재조정으로 뉴욕주는 다른 대부분의 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납세자와 지방 정부가 수 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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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부여: 계층 VI에 의거, 직원들은 복무한지 10년 후에 가입 권리가 부여됩니다.  
 

 주 연금 회유책으로부터 지방 정부 보호: 이 새로운 법률은 뉴욕주가 연금 증가액을 
사전에 충당하도록 하여 지출금이 지방 정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부풀리기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 평균 급여 계산 조정: 이 법률은 마지막 평균 
급여 계산을 계산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초과 근무를 제한하기 위해 민간인과 사복 착용 직원의 연금 
포함 초과 근무는 $15,000에 물가상승을 더한 것으로 제한되며 뉴욕시 이외의 
유니폼 착용 직원의 경우 기본급의 15%로 제한됩니다. 계층 VI은 전주의 모든 
직원에 대해 연금 수당을 10%에서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봉급의 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반인상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남용 및 연금 부풀리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계층 VI은 또한 미사용 병가 및 
휴가의 총괄 지급금을 마지막 평균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의식 및 통산식 확정 납부금 옵션: 새 법률에는 연봉이 $75,000 이상인 비조합 
신입직원을 위한 선택적 확정형 납부금 플랜이 포함됩니다. 현대 경제에서 
직원들은 직업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연금 통산성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주, 연방 정부, 대부분의 민영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어떤 형식의 
확정형 납부금 플랜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직원 납부 계좌에 8%의 납부금을 
납부합니다. 현재 SUNY와 CUNY는 성공적이고 인기 있었던 TIAA-CREF를 통해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된 혜택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산성과 권리 부여 기능을 선호하는 직원을 위한 자발적 옵션이며, 주정부로 
최고의 인재가 모여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NY/CUNY TIAA-CREF 플랜의 조정: 계층 VI에 의거, SUNY와 CUNY 직원들 
중에서 TIAA-CREF 플랜을 선택한 SUNY와 CUNY 직원들의 경우 첫 7년 근무 
동안은 고용주 납부금이 급여의 8%이고 그 이후에는 10%입니다.  
 

 연금을 부풀릴 수 있는 병가 및 휴가 일 수 제한: 계층 VI은 퇴직금 계산시 
기준(retirement service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및 휴가 일 수를 200일에서 
100일로 줄입니다. 
 

 급여 개혁: 이전 계층들은 퇴직 수당 계산을 할 때 고용주의 무제한 금액에서 
급여를 허용했습니다. 계층 VI은 이 계산을 할 때 2가지 급여만 허용합니다. 
 

 고소득 직원의 연금 수당 제한: 새로운 고소득 직원의 경우, 정부의 급여보다 높은 
금액(현재 $179,000)을 받는 사람은 계층 VI에 의거 연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집행예산은 새로운 세금이나 요금 부과 없이 현재 2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웁니다. 이 예산은 납세자와 지방 정부에 수 십억 달러를 절약시켜 줄 전면적인 위임 
구제 및 연금 개혁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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