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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지방지방지방지방 정부정부정부정부 및및및및 교육구에교육구에교육구에교육구에 2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발표발표발표발표 
 

혁신적혁신적혁신적혁신적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부담을부담을부담을부담을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구조구조구조구조 조정조정조정조정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지방 정부와 학교 관리들이 뉴욕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인하를 가져올 개혁적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2500만 달러 프로그램인 

지자체 구조조정 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뉴욕주를 더욱 부담 없게 만들기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신규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지방 

정부들이 비용을 삭감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혁신적 새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뿐입니다. 우리는 이 새 프로그램이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MRF는 2015-16 주 예산을 통해 충당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 모집 

프로세스입니다.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프로젝트는 받는대로 

확립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지자체 기능, 장기적 재산세 절약 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MRF는 뉴욕주 주무부 장관 Cesar A. Perales와 뉴욕주 주무부의 

지방정부과가 주 전역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Albany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혁신 컨퍼런스에서 지방 관리들과 협의한 후에 수립하였습니다.  
 

“주 전역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Perales 장관은장관은장관은장관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근거하여 본인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여 지자체 구조조정에서 

혁신 추진에 집중하는 지역 리더들에게 투자할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관리들이 진정한 기업가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혁신의 한계를 밀어부칠 때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주무부주무부주무부주무부 지방정부과지방정부과지방정부과지방정부과 과장과장과장과장 Dierdre Scozzafava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 

프로그램으로 인해 DOS가 우리 파트너들을 개발 프로세스에 조기 개입시켜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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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니즈뿐만 아니라 주 목표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하도록 돕기 때문에 저는 

흥분됩니다.”  
 

DOS는 개혁적 아이디어를 지닌 지역 리더들을 식별하여, 그들이 재무 및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프로젝트를 정의하도록 돕고, 계획 추정을 시험하고 다듬을 개발 

계획 및 시행 프로세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MRF는 성공적인 지방정부 효율성 보조금 프로그램, 시민 재조직 임파워먼트 보조금 

프로그램, 시민 임파워먼트 세액 공제 및 지방정부 재정 구조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뉴욕주가 지방정부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MRF를 통해 DOS는 지역 리더들이 식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개혁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주무부와의 제휴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과의 

518-473-3355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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