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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SCHNEIDERMAN 검찰총장검찰총장검찰총장검찰총장,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상대상대상대상대 소송소송소송소송 위험을위험을위험을위험을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제휴제휴제휴제휴 

 
 

Andrew M. Cuomo 지사와 Eric T.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오늘 뉴욕주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검찰총장실은 이 노력에서 지사실에 조언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노력은 그 

종류로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교정커뮤니티감독부와 다양한 보건 및 복지 기관들을 포함하여 주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들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검찰총장실과 지사실은 팀에 

요원을 파견할 것이며, 태스크포스팀은 소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행정 심리, 증거 수집 

및 보전, 클레임 조기 해결 및 전환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팀은 또한 이전의 상당하고 반복되는 소송들을 분석하여 향후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행정부는 지난 5년을 주 정부를 현대화하여 뉴욕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력 있는 정부로 만드는 데 보내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 

노력으로 우리는 수행을 위한 기준을 더욱 높여 뉴욕주민들이 가질 자격 있는 정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노력에서 Schneiderman 검찰총장의 

파트너십에 감사합니다.” 

 

Schneiderman 검찰총장은검찰총장은검찰총장은검찰총장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공무원은 납세자 달러의 선량한 

청지기여야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관들이 민간인들을 더 잘 섬기면서 동시에 소송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세금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이 이슈에서 주지사의 파트너십에 감사합니다.”  

 

매년 뉴욕주는 주 전역의 법원에서 수 만건의 소송에 직면하여 주정부가 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배상금에 노출됩니다. 소송의 대부분은 주 기관 작업의 순 규모 및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 주 경상예산은 2016 회계연도에만 942.5억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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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에는 110개의 기관 및 청에서 224,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주 기관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가액이 1980억 달러가 넘는 약 46,000건의 현행 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 주 청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가액이 920억 달러가 넘는 약 42,000건의 현행 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 주 기관들은 주택, 공공 부조 및 Medicaid를 포함하여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 년 약 

350억 달러를 교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리스크책임자최고리스크책임자최고리스크책임자최고리스크책임자 Linda Lacewe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 소송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주가 되어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검찰총장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원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주지사가 금년초에  주 시정 연설에서 밝힌 위험 관리 노력과 뉴욕주 

최초의  최고리스크책임자 선임에서 성장해 나온 것입니다. 주의 위험 관리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ny.gov/ethics-risk-complianc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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