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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자체 구조 개혁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 MRF)의 일환으로 오논다가 카운티에 370만 달러 투자 발표 

  

향후 10년간 오논다가 납세액 3,080만 달러를 절약하는 카운티 주도 통합 작업 

 

통합 및 공유 서비스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카운티의 역할을 제시 

 

이번 투자로 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센트럴 뉴욕 

활성화 청사진(Central New York Rising Blueprint) 보완. 센트럴 뉴욕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성공 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 수도청(Onondaga County Water 

Authority, OCWA)에 지자체 구조 개혁 기금 370만 달러를 교부하여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위원회(Metropolitan Water Board, MWB)와 통합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재산세 및 공공요금을 약 3,000만 달러 절약할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 Joanne M. Mahoney가 이끄는 이 통합 프로젝트는 센트럴 

뉴욕의 매디슨, 오스위고, 오네이다 및 카유가 카운티에 이르는 지역 수도 시스템을 

확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센트럴 뉴욕의 전략적 투자로, 오논다가 

카운티가 비용을 줄이고 지역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효율성을 높일 구조 개혁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납세자의 이익을 생각하며 이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카운티 행정책임자 Mahoney와 지역 리더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약 1년 전, MWB와 OCWA의 통합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경험과 지식 모두를 활용하여 통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은 통합을 

촉진하며 다음에 대비합니다: 



• 오논다가, 오스위고, 매디슨, 오네이다 및 카유가 카운티와 50개 이상의 도시, 

타운 및 빌리지를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 지역. 

• 통합 서비스 지역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500,000명 이상의 주민. 

• 오스위고 카운티의 MWB 시설과 오논다가 카운티의 OCWA 시설의 정수 처리장 

2곳을 갖춘 확장된 식수 시스템. 

• 단일 기관의 통제를 받는 2,000마일 이상의 수도관, 수십 개의 펌프장 및 운영 

자산.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 Joann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논다가 카운티가 납세자의 세금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 파트너들이 훨씬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장려하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지자체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오논다가 카운티는 통합 및 공유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센트럴 뉴욕 지역 협력 모델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 지역의 상을 받은 전략 계획인 “센트럴 뉴욕 부흥 사업(Central NY 

Rising)”을 보완하여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글로벌 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며, 포용적 경제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의 준비작업을 위해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해 왔으며, 농업, 식품 생산, 고급 제조업 및 급성장하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그 결과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MRF를 관리하여 공유 서비스 및 통합으로 지자체 기관에 자원을 제공하여 

영구적인 재산세 감면을 촉진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F 프로세스는 지자체 리더의 지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프로젝트 개발부터 마지막 

구현까지 다양한 준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 

이 프로그램은 12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뉴욕주 전역 9개 카운티에서 연간 

총 1,2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RF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www.dos.ny.gov/funding/rfa-15-mrf-

27/index.html을 방문하세요. 

http://www.dos.ny.gov/funding/rfa-15-mrf-27/index.html
http://www.dos.ny.gov/funding/rfa-15-mrf-27/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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