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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오논다가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가 주정부 매칭 기금으로 

1,900만 달러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   

   

2019년에 달성한 납세자 절감 효과로 19,342,064달러의 주정부 매칭 기금 조성   
    

주정부, 새롭게 지역에서 시행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납세자 절감액에 대해 

95% 지불 승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가 시러큐스 시, 

시러큐스 시 교육구, 카유가 및 오스웨고 카운티와 맨리빌 및 페이엇빌 빌리지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카운티 와이드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ervices 

Initiative, CWSSI)를 통해 1,900만 달러 이상의 주 매칭 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정부 서비스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하고 납세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납세자들의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유가, 

오스위고 카운티, 시러큐스 시 교육구, 그리고 뉴욕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절약을 돕기 

위한 효율성을 찾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모든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오논다가 카운티의 리더십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프로젝트 시행 첫 해에 2천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유 서비스 파트너가 이러한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의 절감 효과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재정 연도 동안, CWSSI는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만들어진 카운티 와이드 

계획에 따라 생성된 새로운 공유 서비스의 이행을 통해 달성된 납세자 절감액의 95%에 

해당하는 주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오논다가에서 시행하는 5가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러큐스 시 및 시러큐스 시 교육구와 협력하여 합동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플랜(Joint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을 통해 

16,609,003달러를 절감했습니다.   



• 오논다가 카운티는 시러큐스 및 오스위고 카운티와 제휴하여 3,412,968달러의 

절감액으로 약국 혜택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만리우스와 파예트빌 빌리지는 소방서장 대리 임무를 분담하여 214,418달러를 

절약했습니다.   

• 오논다가 카운티는 카유가 카운티와 제휴하여 결합된 로드 솔트 입찰 

이니셔티브를 통해 11,678.71달러를 절감했습니다.   

• 만리우스와 파예트빌 빌리지가 제휴하여 12,000달러의 납세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다섯 대의 구급차를 구매했습니다.   

   

확인된 공유 서비스에 대한 95%의 상태 일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총 보상 금액이 

발생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5,424,961달러   

시러큐스 시 - 9,416,936달러   

시러큐스시 교육구4,285,070달러   

파예트빌 빌리지 - 106,238달러   

만리우스 빌리지 - 108,860달러   

   

Robert J. Rodriguez 부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가 달성한 이러한 절감 효과는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 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가 뉴욕 

전역의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Ryan McMahon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웃 자치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성공적인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매칭 지금을 지원해 주신 Hochul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러큐스 시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논다가 카운티 및 

시러큐스 시 교육구와 협력하여 지역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정부 매칭 기금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협업을 더욱 유익하게 만듭니다. 효과적인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상하기 위해 이 같은 국가 공헌을 실천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ohn W. Manni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오논다가 



카운티는 뉴욕주의 표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CWSSI 프로그램과 파예트빌 및 

만리우스를 포함한 학교, 시 및 주변 지역사회와의 카운티 주도 파트너십을 통해 조성된 

1,900만 달러 이상의 국가 매칭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Kathy Hochul 주지사와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achel Ma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원활하게 하면 

서비스 제공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비용을 절약했으며 주에서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매칭 기금을 수여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 와이드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ervices Initiative, CWSSI)를 통한 주정부 매칭 기금은 

서비스 통합과 같은 효율성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납세자의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절감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사례입니다."  

  

Al Stirp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업적 공유 서비스의 결과로 조성된 이 

상당한 기금은 납세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부수적으로 이러한 구현의 성공으로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부 뉴욕 시민들에 

대한 헌신과 지방자치단체 파트너들을 지원해 주신 Hochul 지사와 지역 대표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Pamela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운티, 시 및 학군은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에 따라 수행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은 서비스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재산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큰 

규모의 매칭 기금을 수령함에 따라, 우리는 지역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WSSI는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방 정부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재산세의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CWSSI 및 주정부 매칭 기금 신청 절차 그리고 지난 CWSSI 계획에 관한 

지침 문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와이드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ervices Initiative)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지방 정부 서비스 부서(Divis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가 운영합니다. 이 부서는 지방 정부에 기술 지원 및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WSSI) 또는 지방 정부 서비스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localgov@dos.ny.gov으로 연락하시거나 518 473-3355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programs%2Fshared-services-initiativ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807a1f5d2db436d6c0708d9ca25bbc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30856817088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u5AdiFIrgDvyQl982ZBWLdKMYLDypoymgpvkgxEF6%2Fk%3D&reserved=0
mailto:localgov@dos.ny.gov
tel:518%20473-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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