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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논다가 카운티가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

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 CWSSI)를 통해 주정부 매칭 기금 640만 달러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  

  

오논다가 카운티 2018년 납세자 절감액 640만 달러 달성  

  

주정부는 새롭게 지역에서 시행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납세자 절감액에 대해 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지불을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가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를 통해 주정부 매칭 기금 64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새롭게 지역에서 

시행된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 납세자 절감액 6,429,706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금액에 달러까지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납세자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은 최상위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산층 가정의 주머니로 다시 돈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에서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매칭 기금을 통래 우리의 진전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오논다가 카운티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시러큐스 시 및 시러큐스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계획 수립을 통해 5,659,201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대규모 절감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카밀러스 타운을 포함하는 오논다가 

카운티 노동자 혜택 연합(Onondaga County Employees Benefits Association) 참여 

확대로, 세금 437,699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오논다가 카운티는 48개의 타운, 

빌리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새로운 연체 세금 징수 소프트웨어(Delinquent Tax 

Collection Software)를 구입하여 세금 274,119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납세자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카운티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카운티의 

납세자들에게 옳은 일을 해 주신 오논다가 카운티 의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높은 

재산세는 계속해서 오논다가 카운티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방 지도자들이 바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방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자체와 수천 명의 주민들을 도울 창의적인 정무를 

장려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감사드립니다."  

  

Robert E. Antona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납세자의 혈세 절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왔습니다. 카운티 

납세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서비스 계획 시행에 협력하여 2018년 약 64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오논다가 카운티는 지역 납세자들에게 계속 

절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 매칭 기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카운티 및 주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같은 편에 서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는 정부 서비스를 

전체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스마트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곳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시스템을 개선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매칭 펀드를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William A. Barcla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납세자를 위한 절감 방버을 찾기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주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카운티 협약은 앞으로 수년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저는 오논다가 카운티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 주정부의 

매장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Gary D. Finc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견고한 리더십 없이는 이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감할 상실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추진해주신 McMahon 

카운티 행정책임자, 카운티 의원, 시 공무원 및 지방 정부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을 조율하고 자원을 투자하여 전방위로 협력한다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Pamela J.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논다가 카운티, 

시러큐스 시 교육청, 그리고 비용 공유 및 비용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자원을 활용하고 결합함으로써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이익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저축과 매칭 기금을 통해 우리는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돈을 절감하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정부 기금 640만 달러 

덕분에 지방 정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생활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신 카운티 및 지방 

지도자들과 카운티-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뉴욕 가정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매칭 기금은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성공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우리의 지방 

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주정부 매칭 기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절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주정부 매칭 기금을 수령하게 될 31개의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카운티는 2019년에 카운티-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ounty-Wide Shared 

Services Initiative, CWSSI) 기간 동안 지역에서 시행된 새로운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한 순 절감액에 맞추어 주정부 매징 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에 대한 6,429,706 달러의 주정부 매칭 기금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한 첫 해의 실제 절감액에 적용됩니다.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WSSI) 및 주정부 매칭 기금 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문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WSSI) 계획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와이드 서비스 이니셔티브(CWSSI)는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의 지방 정부 서비스 부서(Divis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가 운영합니다. 이 부서는 지방 정부에 기술 지원 및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와이드 공유 서비스 이니셔티브(CWSSI) 또는 지방 정부 서비스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localgov@dos.ny.gov으로 

연락하시거나 518-473-3355로 전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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