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4월 29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법률고문법률고문법률고문법률고문 ALPHONSO DAVID와와와와 BART M. SCHWARTZ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성명성명성명성명 
 
 

법률 고문 Alphonso David에 대한 주지사의 성명: 
 

“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가 Upstate New York 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흔히 Buffalo Billion과 Nano 수사라고 칭함). 이 수사는 최근 

부적절한 로비행위와 몇몇 사람들에 의한 미공개 이해충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은 뉴욕주 공무원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속이고 

뉴욕주까지 속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변호사회가 심층 수사를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리고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주지사는 

프로그램을 즉시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교부금은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이 수사는 과거에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미국 변호사회 형사과 주임으로 활동했던 매우 유능한 

독립수사관인 Bart M. Schwartz가 맡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변호사회에게 우리의 

수사 내역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약 과정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Buffalo 

Billion과 Nano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스테이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Bart M. Schwartz의 성명: 
 

“뉴욕주는 상당한 기금과 규제 승인을 민간부문 기업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일부 프로그램과 규제 승인의 경우 부적절한 입찰과 로비스트와 전직 뉴욕주 

공무원들의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폭로가 무산되어 속임을 당했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회는 지속적인 수사로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폭로했습니다.  
 

“뉴욕주가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사람들은 제게 

Buffalo Billion/Nano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을 포함해 일부 프로그램과 

사업에서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제공할 모든 교부금 및 승인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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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조사를 즉시 재개하여 미 변호사회와 행정부에게 제가 찾은 정보를 보고할 

것입니다. 주행정부는 제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이든 공공신뢰를 위배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