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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과 지방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제안을 승인한 JOANIE MAHONEY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주지사의 대담한 제안을 승인한 

카운티 행정책임자 13명의 센트럴 뉴욕 리더들에 합류 

 

첫 해에 지방 정부가 달성한 비용절감에 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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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nie Mahoney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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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책임자들 (county executives)에게 요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세는 뉴욕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서비스를 합리화하고 세금을 낮추기 위해 

협력하도록 도전함으로써, 이 획기적인 사업은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센트럴 

뉴욕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세금을 감면할 것입니다. 저는 비효율을 줄이고 재산세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감세를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의 리더들과 

협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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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nie Mahoney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왔습니다. 

주지사님의 서비스 공유 제안은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역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지사님은 지자체가 함께 

모여 정부를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논다가 카운티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카운티 전 지역의 지방 정부들과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센트럴 뉴욕 지역 리더들은 재산세 및 지방 정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대담한 제안을 승인하면서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합류했습니다. 

 John Becker 매디슨 카운티 감리 위원회 의장  

 Kevin Gardner 오스위고 카운티 의회 의장  

 Keith Batman 카유가 카운티 의회 의장  

 Donnell Boyden 코틀랜드 카운티 의회 의장  

 Frank Castiglia 오스위고 카운티 의회 소수당 원내총무  

 Daniel Farfaglia 오스위고 카운티 의원  

 Brian Tobin 코틀랜드시 시장  

 Leo Matzke 오네이다시 시장  

 William Barlow 오스위고시 시장  

 Carla DeShaw 카나스토타 빌리지 시장  

 John Clute 웜프스빌 빌리지 시장  

 Ron Benedetti 솔베이 빌리지 시장  

 Richard Kaulfuss 오스위고 타운 슈퍼바이저 

 John Becker 매디슨 카운티 감리 위원회 (Madis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디슨 카운티는 통합에 관한 주지사님의 뉴욕주 예산안 

(State Budget proposal)의 개념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통합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6개 카운티 부서를 통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타운은 수십 년 동안 장비와 

자원을 공유 해왔습니다. 매디슨 카운티는 뉴욕주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지방 법원 및 

지방 자치 카운티 전 지역의 건강 보험 공동 영업과 같은 분야에서 미래의 통합에 대해 

주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지사님의 계획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Kevin Gardner 오스위고 카운티 의회 (Oswego County Legislatur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책임은 통치의 핵심 기둥들 중 하나입니다. 이 제안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오스위고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 및 

기업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들이 정부 기능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납세자들을 위한 진정한 감면책을 찾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onnell Boyden 코틀랜드 카운티 의회 (Cortland County Legislatur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서비스 공유 제안을 환영합니다. 카운티 전 지역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비용을 줄이고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코틀랜드 카운티에서는 효율성을 찾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님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지사님의 제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감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온 진전을 토대로 코틀랜드 카운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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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재산세 부담 

 

Cuomo 주지사의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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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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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주택소유자에게 2,100달러를 절감시켜주었습니다. 재산세 동결제와 결합될 경우, 

재산세 상한제는 2016년 내내 170억 달러 이상을 납세자들에게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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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