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2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재산세와 지방 정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주지사 

CUOMO의 제안을 승인한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웨스턴 뉴욕 

지역 리더들 

 

첫 해에 지방 정부가 달성한 비용절감에 부응하기 위해 전념하는 Cuomo 주지사 

 

2016년까지 뉴욕 주민을 위해 17억 달러를 절약한 Cuomo 주지사의 2퍼센트 재산세 

상한제 (Property Tax Cap) 및 재산세 동결제 (Property Tax Freeze)의 성공을 토대로 

한 새로운 계획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웨스턴 뉴욕 지역 리더들은 오늘, 공유하고 

조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의 비용을 낮추는 지역에서 설계한 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세를 줄이도록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복 지출을 줄이고 실제로 반복적으로 줄여주는 재산세를 찾아내는 공동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의 획기적인 제안으로 지방 정부를 회의에 

소집하도록 카운티 행정책임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세는 웨스턴 뉴욕의 가정과 기업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웁니다. 지방 정부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낮추기 위해 

협력해서 도전함으로써 이 획기적인 계획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웨스턴 뉴욕과 뉴욕주 

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저는 웨스턴 뉴욕 리더들과 협력하여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와 구호책을 제공할 혁신적인 계획을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지자체가 중복 서비스를 제거하여 지방 정부의 비용을 낮춰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획을 통해 고가의 교통 및 

비상 장비 사용의 공동 구매 및 조정같은 방식으로 구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첫 해에 지방 정부가 달성한 비용 절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공유하는 계획은 타운, 빌리지, 시티를 위한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에 포함된 AIM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정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께서 오늘 이리 카운티에서 설명하신 제안을 지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리 카운티의 감사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정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계획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구현되었으며 다른 계획들은 저 혼자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방 재산세의 대부분은 

학교세의 결과인 반면에, 저는 시티 3곳, 타운 25곳, 빌리지 16곳과 협력하는 카운티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서비스 공유 및 통합을 통해 정부를 

능률화하는 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웨스턴 뉴욕 지역 지도자들은 재산세 및 지방 정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대담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의원이자 소수당 원내총무 Thomas Loughran  

 이리 카운티 의원 Pat Burke  

 이리 카운티 의원 Pete Savage  

 랭커스터 타운 슈퍼바이저 Johanna Coleman  

 암허스트 타운 슈퍼바이저 Barry Weinstein  

 그랜드 아일랜드 타운 슈퍼바이저 Nathan McMurray  

 웨스트 세네카 타운 슈퍼바이저 Sheila Meegan  

 치크터와가 타운 슈퍼바이저 Diane Benczkowski  

 토나완다 시장 Rick Davis  

 래카와나 시장 Geoff Szymanski  

 햄버그 시장 Thomas Moses  

 올린 시장 William Aiello  

 윌리엄스빌 시장 Brian Kulpa  

 버펄로 감사관 Mark Schroeder  

 버펄로 시의회 의원 Joel Feroleto  

 버펄로 시의회 의원 David Rivera  

 버펄로 시의회 의원 Rasheed Wyatt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카운티 행정책임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제안을 얻고 카운티 공동 서비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 번 이상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시티, 타운, 빌리지는 카운티에 지방 정부의 계획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의견 청취를 위해 의회에 지방 정부의 공유 서비스 계획을 

제출합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의 공유 서비스 계획은 2017년 11월의 총선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계획이 거부될 경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2018년 11월의 2차 투표를 

대비하여 유권자에게 제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170억 달러 이상 납세자의 부담을 절감시켜 준 재산세 

상한제(Property Tax Cap) 및 재산세 동결제(Property Tax Freeze)와 같은 조치들을 

선도하여, 뉴욕주에서 재산세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여겼습니다. 

 

뉴욕주 지방 정부에 대한 구호 명령 

 

Cuomo 주지사는 2011년부터 뉴욕주의 지출 증가율을 Nelson Rockefeller 주지사 

이전부터 모든 주지사 중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인 1.4 퍼센트 이하로 유지해 왔습니다. 

채무 잔고 또한 지난 4년 동안 계속 낮아졌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카운티, 

타운, 빌리지, 시티에 대해 중요한 구호 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증가 비용 상한제를 통하여 2018년에 지방 정부가 

32억 달러 비용 절감,  

 향후 30년 이상 뉴욕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을 80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 뉴욕주 연금 제도 개혁,  

 지자체가 특정 지역 계약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필수적인 중재 심사원 제도,  

 1,000 명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된 최대 3곳의 교육청이 학교 교육감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지역 공유 서비스 승인.  

 지방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 일반서비스 관리 

(Federal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계약 및 카운티 공공 근로 

계약에 “편승 (piggyback)”하기 위한 승인처럼 확대된 조달 옵션을 지방 

정부에 제공. 

Barry Weinstei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세는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정부 서비스를 

능률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지방 정부는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AIM 기금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저는 재산세를 통제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독창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Nathan McMurray 그랜드 아일랜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지방 정부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를 한데 모아 최선의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면, 우리는 비효율을 찾아내고 서비스를 공유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주지사의 제안을 통해 열린 대화를 만들어내고 지방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조정하며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정부 전체의 잉여 요소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Brian Kulpa 윌리엄스빌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빌의 시장으로서, 저의 

의무는 재정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우리 빌리지가 거주하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성을 이미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동료 지방 정부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점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음을 알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검증하는 주지사님의 전략은 우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리 카운티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illiam J. Aiello 올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lean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세무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카운티, 올린시 교육청, 우리 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타운과 빌리지들과 자주 

서비스를 공유해 왔습니다. 우리는 카타라우구스 카운티가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율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조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Geoff Szymanski 래카와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재산세를 낮추려는 

제안은 뉴욕주의 일하는 중산층 가족들에게 구호책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의 최신 

사례입니다. 중복된 서비스를 제거하고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지방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서 뉴욕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협력할 경우, 지방 정부를 능률화해서 이리 

카운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뉴욕의 재산세 부담 

 

Cuomo 주지사의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에 

포함된 공유 서비스 제안은 지자체 구조 조정 기금 (Municipal Restructuring Fund) 및 

지자체 통합 효율성 경쟁 (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을 

포함하여 주지사가 최근에 설립한 구호 명령 및 지방 정부 효율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재산세는 뉴욕 주민들에게 가장 큰 세금 부담이며, 전형적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보다 2.5배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나소 및 록랜드가 

재산세 비용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카운티들 중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 가격의 

비율로 납부된 재산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과세된 15개 카운티 중 13개가 뉴욕, 주로 

업스테이트에 있으며, 웨인, 먼로 및 카타라우구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에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만,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왔습니다. 재산세 상한제 (Property Tax 

Cap)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며, 뉴욕주의 효율성 프로그램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이 제도는 지방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도록 추진되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3rd-proposal-2017-state-state-empower-voters-reduce-property-taxes-and


보통 주택소유자에게 2,100달러를 절감시켜주었습니다. 재산세 동결제와 결합되어서 

재산세 상한제는 2016년 내내 170억 달러 이상을 납세자들에게 절감시켜주었습니다. 

 

이 계획은 Citizens 시민 구조조정 및 위임 보조금(Citizens Re-Organization and 

Empowerment Grant) 및 시민 위임 세액 공제(Citizens Empowerment Tax Credit)를 

포함해서, Cuomo 주지사가 그의 행정부에서 초기에 확립한 지방 정부 효율성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다같이 단지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재산세 상한제를 준수하면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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