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천만 달러를 받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 MCEC) 

우승자로 브룩헤이븐 발표  

  

지방 정부 서비스 현대화 계획으로 앞으로 10년 이상 세금 납세액을 1억 2천만 달러 

이상 절약할 예정  

  

경쟁은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unicipal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Competition)의 첫 우승자로 서퍽 카운티 브룩헤이븐 

타운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2천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아 재산세를 줄이고 서비스를 

현대화하게 됩니다. 이번 우승 계획으로 10년 이상 서퍽 카운티의 세금 납세자들은 1억 

2천만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재산세는 많은 뉴욕 주민에게 지워진 

부담이므로, 우리는 혁신적 해결 방법을 계속 실행하여 뉴욕 주민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세금을 줄일 것입니다. 브룩헤이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금 납세자의 돈을 절약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든 것을 축하합니다.”  

  

브룩헤이븐 타운 인구는 아홉 개 빌리지와 110개 이상의 특수 지역을 통틀어 

488,000명 이상입니다. 매스틱 비치 빌리지의 해체를 지원함에 더하여 브룩헤이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최소 24개 특수 개선 지구 통합 또는 해체  

• 세금 징수 서비스의 통합  

• 빌리지 내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의 통합  

• 타운 구급차 지구 아홉 곳을 위한 제 3자 청구의 통합  

• 지역 쓰레기 매립지 및 재활용(Regional Ash Monofill and Ash Recycling) 시설의 

통합  



 

 

•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유 정보 기술 플랫폼 확립  

• 타운 전역의 기록 저장 및 보관소 관리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CEC)는 카운티와 기타 지방 정부에 지방 정부 

수를 줄이고 공유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를 추구하며 지방 정부 현대화를 실행하여 

재산세 부담을 줄일 권한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 전역에서 도시, 타운 또는 인구 50,000명 이상의 빌리지 또는 카운티 정부간에 

경쟁이 이루어졌고 결승전 출전자 여섯 곳이 뽑혔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 

국무장관이 맡고 있는 주 패널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출한 브룩헤이븐을 우승자로 

선정했습니다.  

  

• 총 지역 정부 수 줄이기  

• 혁신 발휘하기  

• 규모가 광범위한 계획  

• 가장 많은 개인에게 영향 미치기  

• 세금 납세자의 돈 절약하기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이 세금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진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경쟁으로 

리더들은 효율성을 찾고 거주민들과 사업체에 기여하도록 협동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좋은 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력하여 효율적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며 뉴욕 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John J. Flanagan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d Romaine 

감독관의 리더십으로 브룩헤이븐 타운은 광범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은 

거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을 간소화할 것입니다. 타운이 상금을 받은 것에 더하여 이 계획은 주 전역의 다른 

타운들이 모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개혁의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브룩헤이븐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인상적 계획을 실행한 타운의 모든 이들께 축하드립니다.”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 겸 지방 정부 의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지역사회에 다시 한 번 최선의 계획을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과 브룩헤이븐 

타운 및 서퍽 카운티는 거주자들과 사업체에 기여하는 활동과 서비스를 통합할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Dean Murra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dward Romaine 감독관과 

브룩헤이븐 타운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세금 납세자에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청구해왔습니다. 주지사님께서 타운의 노력과 효율성을 인정해주시고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해주셔서 기쁩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의 Ed Romaine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정부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만들고 세금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이 보조금의 핵심은 서비스를 공유하고 비용을 줄일 필요성에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역 빌리지, 학교, 도서관, 소방 지구와 협력하여 우리 거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경쟁적이었지만, 뉴욕주에는 우리 

보조금 신청서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며 Cuomo 주지사님께서 동의하신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 보조금을 위해 협력한 주지사님과 모든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 상호간의 주민들을 위해 세금을 줄일 것이 기대됩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에 더하여 기타 결승 진출자에는 셔터쿼, 옷세고, 매디슨, 얼스터, 

몽고메리 카운티가 있었습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계속해서 결승 

진출자들이 다른 프로젝트 지원 기회를 받도록 작업할 예정입니다. 결승 진출자 

협력단이 낸 일부 독특한 제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옷세고 카운티의 네 개 타운 통합 가능성을 위한 초기 계획,  

• 셔터쿼 카운티 전역의 소방 서비스 분석, 특정 소방 지구 통합 및 재편성,  

• 몽고메리 카운티 캐너조해리 빌리지의 전 비치넛 사무실(Beechnut Office) 

단지를 반환하려는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방 법원 시설 및 지방 

정부 센터의 수립,  

• 정부 혁신 및 효율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검증하는 고정 토론장 역할을 할 셔터쿼 

카운티 지역 해결책 위원회(Regional Solutions Commission) 설립.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CEC)는 지방 정부가 통합 및 공유 서비스 

기회를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을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Rosado 장관, 

행정 서비스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Lola Brabham 행정 부커미셔너,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YS Thruway Authority) Matthew Driscoll 이사 대행, 뉴욕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Terri Egan 행정 부커미셔너, 뉴욕 세금 

항소부(Division of Tax Appeals) Dede Scozzafava 커미셔너, 뉴욕주 환경 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Sabrina Ty 사장 겸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패널이 평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CEC)와 평가 과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효율성 경진대회(MCEC)는 주지사가 높은 재산세를 겨냥하여 

수립한 일련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상한제로 시작하여 일련의 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Cuomo 주지사는 세금 납세자들에게 지방 정부에 참여하고 요구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정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에는 

2,500만 달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개혁 기금(Municipal Restructuring Fund), 

http://www.dos.ny.gov/funding/rfa-16-lge-34/index.html


 

 

2017년에 개시된 4백만 달러 규모의 지방 정부 효율성 보조금 프로그램(Local 

Government Efficiency grants program) 및 카운티 전역 공유 서비스 계획(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 CWSSI)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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