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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5월 22일 

CUOMO 주지사, 입법 지도자들 및 NYRA, NYRA를 변화시키고자 NYRA REORGANIZATION BOARD 
설립에 합의 발표 

 
뉴욕주내 경마를 향상시키기 위해 3년간 정부 통제 

 
경영 리더쉽(Executive Leadership)을 전국적으로 찾는 새 위원회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Dean Skelos,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Sheldon 
Silver 및 뉴욕 마사회(New York Racing Association (NYRA))는 마사회의 개혁 및 뉴욕주내 경마 감독 
및  관리를 변화시키고자 NYRA를 임시로 정부 통제하에 둘 NYRA Reorganization Board (NYRA 재편성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Belmont Stakes가 보여주듯 경마 산업은 뉴욕주의 문화 및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 수입에 수 백만 달러를  끌어들이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곳 뉴욕주내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구조와 함께 뉴욕주 역시 경마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NYRA Reorganization 
Board가 뉴욕주내 경마를 국가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경마로 만들기 위해 경마를 
즐기는 분들, 경마를 후원하는 납세자들 및 경마에 참가하는 말들의 관심사를 위해 일할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Dean Skelos는, “NYRA Reorganization Board는 내기 하는 분들과 납세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해지도록 새 리더쉽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은 뉴욕주가 여전히 경마를 
선도하는 곳이 되도록 계속해서 주지사 및 NYRA와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Sheldon Silver는, “뉴욕주의 경마 산업은 주 전역의 직업 및 지역 경제를 
후원합니다. 이 이벤트를 즐기러 나오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불공정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스포츠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NYRA 리더쉽 및 주지사와 
협력하여 뉴욕주내 경마가 계속해서 선도적인 경제 원동력이 되며, 매년 전국에서 온 분들에 의해 
즐겨지는 관광 자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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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RA 위원회 의장 Steven Duncker는, “저는 뉴욕주내 세계적인 수준의 경마 산업을 위해 헌신하는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 는 게임 및 경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뉴욕주내 경마가 강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가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이 
변화를 후원하는 NYRA 위원회멤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순조로운 변화로 뉴욕주 경마를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RA 위원회멤버 John Hendrickson은, “내기하는 분들, 팬, 대중 및 정부는 이 경마를 신임할 
만합니다.  이 해결책은 이를 위해 필요한 처음 단계입니다. 저는 경마가 이제 Albany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받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경마를 구두로 지지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단합하게 한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Thoroughbred Breeders (뉴욕 순혈종 경주말 사육자) 회장 Barry Ostrager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가 뉴욕주 사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근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진 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를 보호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념할 것을 재확인함을 알게 된 것은 
뉴욕 순혈종 경주말 사육자들에게 큰 위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RA 위원회멤버와New York Thoroughbred Horsemen (뉴욕 순혈종 기수 협회) 회장 Rick Violette Jr. 
는,”뉴욕 마사회는 오늘 그들의 경영진 의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발표한 주지사가 계셔 무척 기쁩니다. 뉴욕의 순혈종 기수들은 미국내 최상의 
경마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탄탄한 경마 산업이 되도록 새 위원회 및 주지사 사무실과 기꺼이 서로 
도와 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 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의장 및 정부에 의해 임명된 다수의 
이사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NYRA의 구조를 개혁하고 재조직하기 위해 3년간 시행된 
후, NYRA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관리되도록 되돌아갈 것입니다. 현재NYRA 위원회는 해산될 
것입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 는 정부에 의해 새로 이사진의 다수가 임명될 때 시행될 
것입니다.  새 위원회는 임명된 후 NYRA의 새 CEO (최고 경영자) 및 법무 자문위원을 전국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 는 1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7명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될 
것입니다. 주 상원과 하원이 2명의 이사를 임명하고, 현NYRA 위원회가 5명의 이사진을 선출할 
것입니다. 말 사육자와 기수는 각각 직권을 가진 구성원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의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될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NYRA에 의해 선출된 14명과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임명된 11명, 총 2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두 지도자들이 지원에 동의한 법률이 시행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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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RA는 뉴욕주내 3개의 최대 경마 트랙 – Queens, South Ozone 공원의 Aqueduct Racetrack; Long 
Island, Elmont의 Belmont 공원; 및 Saratoga Springs의 Saratoga Race Course – 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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