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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6월 5일 

CUOMO 주지사, 확정 발표 
 

John Koelmel, County Executive Joanne Mahoney 및 Terrance Flynn은 만장일치로 NYPA 이사회에 
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의회가 John Koelmel, Onondaga County Executive Joanne 
Mahoney 및 Terrance Flynn을 뉴욕 전력 당국 (NYPA) 이사로 임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사들에게  Koelmel씨를 NYPA 의장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 저희들은 John Koelmel, Joanne Mahoney 및 Terrance Flynn의 주 의회에 의한 뉴욕 전력 당국 
이사회에의 만장 일치 임명 확정으로 이들이 이사회에 가져다 주는 수 십 년간의 경험과 지도력을 
환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NYPA 이사회는 뉴요커들과 뉴욕주내 업체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John, Joanie 및 Terrance는 
모두 일자리 창출 및 뉴욕주 경제 성장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어 저는 이들이 뉴욕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NYPA의 계속적인 노고에 중요한 인재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Skelos 
다수당 지도자와 Maziarz, DeFrancisco, Krueger 및 Parker 상원의원들의 전반적인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와 통신업 상원 위원회 위원장인 상원 의원George Maziarz는, “저는 항상 저비용 수력 
발전력의 최대한 활용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 
지명을 통해 뉴욕 전력 당국이 뉴욕주의 경제를 재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John Koelmel, Joanne Mahoney 및 Terrance Flynn는 모두 그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들이며, 실제로 그들의 일을 통해 저희 에너지 분야와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John, Joanne 및 Terry가 뉴욕주 전력 당국 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걸 환영하며, 그들과 함께 앞에 놓인 에너지 및 경제 개발관련 도전들을 헤쳐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와 통신업 상원 위원회 고위 위원인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Cuomo 주지사는 전력 당국의 
이사들을 위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John  Koelmel씨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저는 그가 전력 당국의 이사로 일을 잘 해 낼 거라고 믿습니다. Terrance Flynn씨의 사업, 경제 및 
지방 자치제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은 저희 위원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Onond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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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와  그 지류의 오염을 줄이는 'Save the Rain (비를 모읍시다)' 프로그램을 통한  Mahoney양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AAA(트리플 A)와 관련된 그녀의 지식이 NYPA 위원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전력 당국 이사회에 새로 임명한 이 분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NYPA 부의장 John S.  Dyson은 말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다행히도 John Koelmel, 
Joanne Mahoney 및 Terrance Flynn과 같이 확고한 입지와 신임을 얻는 인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분들로 저희 훌륭한 이사회와 Gil Quiniones가 
이끄는 강력한 경영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력 당국의 이사로 Cuomo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고 주 상원에 의해 승인 받아 큰 
영광입니다,”라고 Koelmel은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에너지, 경제 발전 및 환경 정책을 
수행하는 데 대한 전력 당국의 중요한 역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NYPA의 
훌륭한 팀이 주지사의 미래 지향적인 지도력 아래 뉴욕주 주민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oelmel 2006년부터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In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2004년 1월 부사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로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Inc.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John 그의 회사 생활 중 처음 26년간을 KPMG LLP에서 일했으며, Buffalo 사무실 및 
뉴욕 북부 사업 부문의 전무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Buffalo 및 뉴욕 서부 지역의 많은 전문 
기관과 지역사회 조직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Koelmel 현재 5개의 병원과 많은 
지역 사회 의료 보험 센터를 통해 뉴욕 서부의 가장 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Kaleida Health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는 공인 회계사로, College of the Holy Cross의 경영 회계학과 학사 
출신입니다.  
 
Koelmel 2004년 NYPA 이사회의 일원이 된 후 2009년부터 의장직을 맡아온 현 NYPA 의장 Michael 
Townsend를 대체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력 당국 이사회에서 일하면서 뉴욕주의 깨끗하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헌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Onondaga County Executive Mahoney는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와 주 상원의 
저에 대한신임에 감사드리며, 전력 당국이 뉴욕주의 업체 및 주민들을 위해 맡은 중요한 임무에 
공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unty Executive Mahoney는 2007년 Onondaga County Executive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11년 2번째로 재선출되었습니다.  
 
County Executive Mahoney는 선출된 이래 새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좀 더 
환경친화적인 카운티를 이루고자 일해왔습니다.  County Executive Mahoney는 “Save the Rain (비를 
모읍시다)” 프로그램을 통해 Onondaga 호수와 그 지류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빗물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2011년 EPA는 Onondaga 카운티를 녹색 인프라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ounty Executive Mahoney는 Onondaga 카운티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제공해 
주는 상상의 도서관 (Imagination Library)을 만들게 해 준 읽고 쓰는 능력을 위한 기금 설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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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는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또한County Executive Mahoney는 고등학교 졸업률을 
증가시키고, 많은 도시 학생들에게 대학을 우선 과제이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드는 것을 돕는 
Say Yes to Education (교육에 찬성)과 제휴하여 카운티를 이끌었습니다. 
 
County Executive Mahoney는 2007년 County Executive로 선출되기 전에 시러큐스시 전체 시의원 
(Councilor-at-Large)에 선출되어 1999년부터 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전체 시의원 (Councilor-
at-Large)에 재직하기 전 Onondaga 카운티 지방 검사실에서 5년간 형사 사건 관련 검사로 
일했습니다. 
 
County Executive Mahoney는 경영 대학 (School of Management)에서 학사를 받은, Syracuse 
University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Onondaga 카운티에서 자라 Corcoran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전력 당국의 이사회 이사로 Cuomo 주지사와 주 상원에 의해 제게 주어진 기회를 
기대합니다,”라고 Flynn은 말했습니다. “NYPA는 주의 전력 시스템 및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저는 곧 다른 이사님들 및 전력 당국의 고위 경영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법조계에서 수년간 배운 실경험을 뉴욕주를 위한 NYPA의 폭넓은 임무에 이바지하는 데 활용하고 
싶습니다.” 
 
John 현재 Harris Beach사의 멤버이자 이 회사의 14번째 사무실인 Government Compliance and 
Investigation (정부 법 준수 및 조사)팀의 공동 대표입니다. Flynn씨는 이 14개 사무실의 공동 
경영자로  페이스북이나 컨티넨탈 항공사 등 포춘 500 또는 큰 비공개회사들에 기업들의 법 준수, 
상업 관련 소송, 제조물 책임법 및 신체적 상해 관련 소송 등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John 
Flynn씨는 현재 버팔로와 연방 변호사 위원회 재단의 소년 소녀 클럽 이사회 멤버이며 전 미국 연방 
검사들의 전미 협회 이사입니다. 
 
Flynn씨는 Harris Beach에 근무하기  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이 직위에 임명된 Flynn씨는  미국과 뉴욕주 서부 지구의 17번째 카운티 지역내 모든 
정부 기관을 위한 수석 민사 변호사 겸 형사 검사이었습니다. John 종합적인 긍정적 민사 집행,  
민방위 및 약 4,200건의 범죄 소추를 담당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구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은  
Flynn씨의 재직 동안 정부에 대한 사기 행위의 긍정적인 민사 및 형사 집행 을 통해 1억 2,400만 
달러 이상을 메웠습니다. 
 
Flynn씨는 미국 연방 검사로 승인되기 전  뉴욕시의 수도권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의 사건들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재판에 회부한 재판관련 파트너 (trial partner)이었습니다. John General 
Motors, Toyota, Ford, Chrysler, Raytheon, Black & Decker, Hertz 및 Westinghouse를 포함한, 포춘지가 
선정한 100개 및 500개의 많은 회사들을 대표했습니다.  

Flynn University of Notre Dame과 University of Buffalo Law School에서 각각 회계 및 법 관련 학위를 
받았습니다.   
 
1931년 Franklin D. Roosevelt  주지사에 의해 설립된 뉴욕 전력 공사는 미국의 가장 큰 주 전력 
기관으로, 17개 발전소와 송전선의 1,400개 이상 회로 마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NYPA의 
고객층에는 대기업 및 소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소유의 전기 시스템과 전기 조합 및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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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있으며, 뉴욕 전력 공사는 공공 부문의 비용을 줄이면서 주 전역에 걸친 약 380,000개의 
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NYPA는 어떤 세입이나 주 정부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nypa.gov.  
 
또한, Cuomo 주지사는 다음 이사들의 임명을 주 상원에 의해 승인 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 Desmond M. Ryan- 롱아일랜드 주립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 Susan Gordon Ryan- 롱아일랜드 주립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 Carl Mattone - 배터리 공원 시 당국 
• Milton Frischman- 주 캠프 안전 자문 위원회 
• Jordan Dale- 주 캠프 안전 자문 위원회 
• Dawn Ewing- 주 캠프 안전 자문 위원회 
• Richard Grant- Republic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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