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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 1차 우승자 발표 

 

셔터쿼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및 브룩헤이븐 타운에 

통합성 증진, 공유 서비스 및 기타 납세자 절약 계획 개발 제안서를 위한 총 $300,000 상금 

수여 

 

우승한 제안서는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진대회의 다음 단계로 진출 

  

주지사의 2017년 시정제안서를 보안 유권자가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여 지방 정부의 

재산세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Andrew M. Cuomo는 오늘, 지방 정부 6곳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 

1차의 일환으로, 납세자 절약 계획 제안서를 위한 총 $300,000의 상금을 수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진대회는 뉴욕주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줄이려는 Cuomo 주지사의 미션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여전히 

재산세입니다. 이 경진대회는 부동산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공유하며, 조직 비효율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경진대회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비용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를 절감하는 기회를 찾으려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카운티 5곳과 타운 1곳, 셔터쿼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및 브룩헤이븐 타운은 각각 지방 정부의 우승 파트너십을 맺어, 정부 크기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디자인된 일련의 프로젝트 실행 계획 개발을 위해 $50,000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1차 우승자들이 통합, 해산, 서비스 공유 및 기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계획 수립을 두고 최고 2천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번 여름에 지방 정부의 우승 파트너십이 발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unicipal-consolidation-and-efficiency-competition-empower-local


Competition)는 주지사의 FY 2018 행정부 예산 제안안을 보완하여 카운티에 유권자에게 

제공될 공유 서비스 계획을 제안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승 컨소시엄의 성공은 지방 

정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보여줍니다. 

 

뉴욕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각 커뮤니티는 

카운티, 도시, 타운 및 마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정부의 통합 및 효율성 

개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모든 그룹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립니다. 우리는 단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커뮤니티들이 

뉴욕주의 납세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비용 절감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계획(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Plan)은 

기타 정부 구조의 영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카운티, 도시, 타운, 또는 마을의 통합 및 

해산을 비롯하여, 관련 지방 정부를 위한 일련의 변경 시행 조치 및 프로젝트를 

나타냅니다.  

 

1차 우승 지방자치단체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셔터쿼 카운티 및 공동 지원자 23명은 경찰, 상하수도 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해산 및 통합을 제안하며, 건강 컨소시엄 시행을 제안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및 21개 지자체 모두 카운티 전역의 서비스 재구성을 제안하고, 

기존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옷세고 카운티는 디케이터(Decatur), 메릴랜드(Maryland), 

웨스트퍼드(Westford), 우스터(Worcester) 타운을 포괄하는 지자체 교통 및 

효율성 계획을 제안합니다. 

 매디슨 카운티는 공유 고속도로 차고 및 지리 정보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다단계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의 제안서에는 교차 사법 활동 및 상호 지자체 활동이 

포함됩니다. 

 얼스터 카운티의 제안서에는 겹쳐지는 경로와 중복 행정 서비스를 제거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 조정과 50개 지구를 지원하는 중앙 화재 훈련 센터가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와 경진대회 2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www.dos.ny.gov/funding/rfa-16-lge-34/index.html를 방문하세요. 

### 
 
 
 

 

http://www.dos.ny.gov/funding/rfa-16-lge-34/index.html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