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방정부 해산 및 통합을 위한 보조금 약 40만 달러에 대해 발표 

 

정부 운영을 구현하고 간소화하도록 지자체를 돕기 위한 보조금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카운티 전체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정부를 재편성하여 업스테이트 뉴욕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9개의 지방정부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Local Government 

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 약 40만 달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타운 6 곳과 빌리지 3 곳이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shared services 

initiatives)을 시행하고, 지방세를 줄이고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해산 및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공유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재산세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기금을 통해 뉴욕 전 

지역의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원합니다. 재산세는 뉴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을 도우며 보다 강하고 더욱 합리적이며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이 지역사회의 리더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프로그램은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지방정부 서비스 

부서(Divis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에서 관리하는 지방정부 효율성 

프로그램(Local Government Efficiency Program)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 

재편성의 연구, 기획, 시행 등을 위한 기금 및 기술 지원을 지방정부에 제공합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지방정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통합과 해산에 

대해 사고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자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빌리지와 타운의 리더들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여된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을 수령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스 컨트리 

 제퍼슨 카운티의 헤링스 빌리지와 윌나 타운은 빌리지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이 빌리지는 빌리지 해산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탄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헤링스 빌리지가 2017년 3월 31일에 해산된 이후, 빌리지 

해산과 관련된 필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윌나 타운에 해당 보조금이 수여될 

것입니다. 수여된 기금은 타운이 시기 적절하게 전환을 단행하는 데 빌리지 

납세자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웨인 카운티의 메이스던 타운은 메이스던 빌리지의 해산을 실행하기 위해 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이 빌리지는 빌리지 해산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탄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빌리지는 2016년 3월에 유권자들이 지지한 해산 

계획(Dissolution Plan)을 만들고 승인했습니다. 메이스던 빌리지는 2017년 3월 

31일에 해산되었습니다. 타운 위원회(Town Board)는 빌리지 해산과 관련된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타운이 해산을 완료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예이츠 카운티 및 온타리오 카운티의 러시빌 빌리지는 러시빌 빌리지의 해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 해산에 대한 주민투표일이 2017년 6월 27로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빌리지 주민들은 해산 과정과 현재의 

운영, 서비스,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해산의 잠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러시빌 빌리지는 러시빌 빌리지 주민들이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산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해산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5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이 빌리지가 2 개 타운과 2 개 

카운티에 있기 때문에 두 타운 양쪽 모두 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최종 해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서던 티어 

 스튜벤 카운티의 코닝 타운은 현재 4 곳의 소방 구역으로 나뉘어져 4 곳의 

소방서가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소방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닝 타운은 소방 구역의 통합 가능성을 



포함하여 소방 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는 옵션을 평가하기 위해 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코닝 타운은 또한 다음 구역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깁슨 워터 구역(Gibson Water 

District), 코닝 매너 워터 구역(Corning Manor Water District), 이스트 코닝 워터 

구역(East Corning Water District), 이스트 코닝 #1 워터 구역(East Corning #1 

Water District), 이스트 코닝 #2 워터 구역(East Corning #2 Water District) 등이 

모두 이 타운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여 이스트 코닝 통합 워터 구역(East Corning 

Consolidated Water District)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 및 유지 보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서비스가 간소화되며 향후 수년간 새로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운은 이 통합 

작업을 위해 25,000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웨스턴 뉴욕 

 셔터쿼 카운티의 셔먼 빌리지 및 체리 크리크 빌리지는 빌리지 해산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탄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2016년 12월 

20일과 2017년 2월 2일에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셔먼 빌리지에서 제안된 

해산은 투표수가 117 표에서 115 표로 줄어들었지만 체리 크리크 주민들은 

빌리지 해산에 70 표 대 32 표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셔먼 빌리지는 주민투표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돈 및 주민투표를 앞두고 빌리지 정보 배포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체리 크리크 빌리지는 빌리지 

해산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조금 23,615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하노버 타운은 포레스트빌 빌리지의 해산을 실행하기 위해 

49,998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포레스트빌 빌리지 주민들은 

빌리지 해산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탄원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빌리지 위원회(Village Board)가 채택한 해산 

계획(Dissolution Plan)은 2016년 12월 31일을 해산 일자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거리 조명, 보도 유지 보수, 소방, 쓰레기(실외 쓰레기) 수집, 수자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빌리지의 이전 지역에 특별 구역을 나중에 만들 것을 하노버 

타운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금은 하노버 타운이 이 빌리지의 해산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 프로그램(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Program)은 뉴욕주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지사의 카운티 전체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을 보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외곽 57개 카운티의 카운티 최고 경영자들에게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 서비스 심사단(Shared Services Panels)을 소집하도록 

https://www.ny.gov/programs/shared-services-initiative


요구합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종합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질의응답(Q&A), 

프로그램 요건을 설명하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문서, 지침서(Guidance Document), 

정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카운티 전체 공유 서비스(County-Wide Shared Services) 뿐만 아니라 통합 활동을 

돕기위한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 프로그램(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Program)은 모든 주민들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을 낮추는 공유 서비스 통합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조직 재편성을 고려하는 지역사회는 

518-473-3355로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지방정부 서비스 

부서(Divis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에 연락하시거나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기금의 수혜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신청서의 마감시간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지역 정부는 이제 여기 새로운 게이트웨이 보조금 기회 포탈 

사이트(Gateway Grant Opportunity Porta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의 재편성 권한 부여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Empowerment Grants)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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