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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9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재정재정재정재정 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구조조정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선임선임선임선임 및및및및 FRB.NY.GOV 출범출범출범출범 발표발표발표발표 

선임으로선임으로선임으로선임으로 경험과경험과경험과경험과 지식을지식을지식을지식을 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 지자체들을지자체들을지자체들을지자체들을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지방 정부를 위한 재정 구조조정 위원회의 선임 및 이 위원회의 

웹사이트인 frb.ny.gov의 출범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 위원회는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뉴욕주의 지자체들을 돕기 위해 목표를 겨냥한 구조조정 전략과 장기적 해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첫 미팅은 2013년 9월 23일 Albany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방정부들은 커져가는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재정구조조정위원회는 

주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자체들이 재정을 더 잘 관리하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독특한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우리의 가장 

곤란한 지자체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납세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자체들 하나하나가 잘 할 때 전체적으로 

뉴욕주가 잘 번영합니다.”  

 

재정구조조정위원회는 적격 지자체들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공공 서비스를 더욱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지자체와 노조가 계약 문제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속력 있는 대체 중재 배심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피선임자들 이외에 이 10인 위원회는 의장으로 봉사할 Robert Megna 예산국장, 

Thomas DiNapoli 주 감사관, Eric Schneiderman 검찰총장 및 Cesar Perales 주무부 장관을 포함합니다. 

 

뉴욕시를 제외하고 이 위원회에 의해 재정적으로 적격인 지자체로 간주되는 지방정부는 이 

위원회에 의한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한 검토 및 지원을 제공할 

재량권을 가질 것입니다. 위원회는 재정 안정성,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의 개선에 대해 

권고하고, 지역정부 수행 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당 최대 500만 달러의 교부금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00만 달러가 제공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계약적으로 기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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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노조의 합의에 의거 위원회는 경찰, 소방 또는 부보안관 노조들을 위한 기속력 있는 중재 

절차를 대체하는 중재 배심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중재 재정을 6개월 이내에 내릴 

것입니다. 

 

위원회의 웹사이트에는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유용한 지역정부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위원회가 일단 가동되면 웹사이트는 지자체가 종합 검토 또는 

기속력 있는 중재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포함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재정구조조정위원회 선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Herman D. Farrell, Jr. 

 

주 하원의원 Farrell은 하원의장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습니다. Farrell씨는 West Harlem, Washington 

Heights 및 Inwood가 포함된 지역구에서 주 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1994년 3월에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Farrell씨를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규칙위원회와 

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뿐만 아니라 뉴욕주 하원 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Farrell은 하원 은행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1983년에 Mario Cuomo 지사는 그를 주간 뱅킹 임시 위원회에 선임하였습니다. 

1981-82년에 그는 주 의원 전국 컨퍼런스의 금융기관소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Jack M. Martins 

 

상원의원 Martins는 상원 임시의장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습니다. Martins씨는 상원의 

지역정부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 뉴욕의 제7 지역구를 섬기기 위해 2011년 1월에 상원에 

합류하기 전에 Martins씨는 Mineola 빌리지의 시장으로서 납세자들이 세금 경감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불경기 때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세금을 경감한 재정 개혁가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Martins 상원의원은 또한 상원의 교육; 교통; 은행; 공무원 연금; 공단, 청 및 

위원회; 보험; 노동; 도서관; 주택, 건설 & 커뮤니티 및 사회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이며, 주지사의 

부담 경감 협의회 및 Long Island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서도 봉사하였습니다. 

 

RoAnn Destito  

 

RoAnn Destito는 뉴욕주 일반서비스실(OGS)의 실장입니다. Destito씨는 Destito 이전에 하원의 

정부운영위원회 의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입법부의 OGS 감독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제116 하원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직무 기간 동안 Destito씨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윤리 및 로비 활동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녀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옹호하였고 뉴욕주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출되기 전에 Destito씨는 10년 동안 뉴욕주 하원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근육퇴행위축협회의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그리고 Marcy 소재 S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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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에서 연구 보조로 봉직하였습니다. 

 

Matthew J. Driscoll 

 

Matthew J. Driscoll은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사장 겸 CEO입니다. 2009년에 선임되기 

전에 Driscoll씨는 Syracuse 시장으로서 여러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고; 

시 정부를 위한 수행기반 책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 납세자들을 위해 수 백만 달러를 

절약하였으며; 또한 Syracuse 시가 Regents 자격증으로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1998-2001년에 시의회 의장으로 봉직한 후에 

Driscoll 시장은 다운타운의 종합 계획 및 개발과 동네 주택 개발뿐만 아니라 시의 학교 건물 

현대화를 위한 실행 계획도 주도하였습니다. 

 

Sydney Cresswell  

 

Sydney Cresswell은 Cuomo 지사를 위한 지역정부 정책 고문입니다. 그 이전에 Cresswell씨는 

University at Albany에서 지역 및 정부간 연구 프로그램(POLIS) 담당 이사로 그리고 Rockefeller 

공공업무정책대학의 부학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방정부 구조조정, 시간 협조 및 서비스 

공유에 관한 많은 저서의 저자입니다. 

 

Todd R. Snyder  

 

Todd R. Snyder는 North American Global Financial Advisory의 수석부회장이고 선도적 국제 투자 뱅킹 

및 금융 자문 회사인 Rothschild, Inc.의 부채 구조조정 그룹의 공동 그룹장 겸 시니어 매니징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Snyder씨는 20여년 동안 Rothschild Inc.의 기업들을 위한 고문으로서 Emerald 

Casino, Dow Corning 및 United Airlines 등과 협력하였습니다. Snyder씨는 게임위원회 위원이고 또한 

Cuomo 지사의 노동협상팀의 일원으로서 주정부의 공공부문 노조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에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frb.ny.gov.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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