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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어 비용을 줄이고 재산세를 감축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통합과 효율적인 경쟁 발표 

 

2천만 달러 투자하여 지방정부 통합에 박차  

 

지방 정부 효율성과 납세자 세금 절약을 격려하기 위한 7천만 달러 보조금 경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방정부 컨소시엄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정부 통합과 

효율적인 경쟁(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을 발표하여 2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자치정부 통합 방식과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조정 

기획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 정부 비서장(Secretary of State) Rossana Rosado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수한 컨소시엄과 계획을 선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세는 뉴욕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서 

이번 보조금 경쟁을 통하여 우리는 지방정부가 서로 손잡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낡은 

체제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지역 납세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격려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로서의 뉴욕은 

미래가 없으므로 혁신을 하여야만 더 강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뉴욕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비서장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는 주지사의 지방정부 

통합 기획과 효율적인 경쟁을 시행하여 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재산세감소, 공유 서비스 

및 기타 현대화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고정관념을 

깨도록 도와주어 이런 보조금이 더 효율적인 방식의 정부 서비스와 운영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담하고 선구적인 방법을 산출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정부의 통합과 효율적인 경쟁은 지방정부의 컨소시엄을 불러와 낡은 체제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 효율을 높이며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설계하게 합니다. 이런 제안서들은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정부 

서비스와 운영을 위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선별함으로서 최종적으로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합니다. 수여한 보조금은 21세기 지역 차원의 지방정부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위한 대변혁과 건설에 대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쟁은 뉴욕주 주민들의 낮은 재산세율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쟁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가를 원하는 지방 정부가 개발 

자금을 계획할 자격을 가질 기회를 얻기 위한 제안서 제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방 

정부가 생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7년 6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8월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지방자치정부 통합과 효율적인 경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1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올버니(Albany)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의 중앙홀(Concourse Level) 6번 회의실에서 주 정부 비서장이 주최하는 

지방정부 혁신회의(Local Government Innovation Confere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참여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회의 등록은 LGICRegistration@dos.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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