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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DAVID SKORTON을 NYRA REORGANIZATION BOARD
의장으로 임명

주지사와 입법부 지도자들 뉴욕주 경마 경영 개혁 이사회 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 다수당 지도자인 Dean Skelos 및 Assembly Speaker Sheldon
Silver는 오늘 Cornell University의 학장인 David Skorton을 New York Racing Association
Reorganization Board의 의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사회의 공적 이사 명단을
발표했읍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주의 경마 경영을 개혁하기 위한 임시 공적 개입 기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는 1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명은 주지사가
임명했으며 두명은 상원의회와 위원회에서 임명했으며 나머지 다섯명은 예전 NYRA
Board에서 임명했습니다. 말 사육자와 기수는 각각 직권상 위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위원회는 임명된 후 NYRA의 새 CEO (최고 경영자) 및 일반 법무 고문을 전국적으로
색출할 것입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는 3년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민간 경영 체제로 환원됩니다. 임명된 이사들 중 일곱명은 NYRA Board의 신규
이사들이며 경마 분야 뿐만 아니라 연예, 금융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YRA Reorganization Board의 신규 경영진은 뉴욕주의 경마가 국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매우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납세자들, 팬들, 경마장 직원들, 기수들 및 경마들을 위해서 NYRA를 개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의장직을 도맡은 Skorton씨에게 감사하며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창안하고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동의장으로서
노력한 점에 감사합니다.”
주지사는 경마가 Saratoga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서John Hendrickson을
이사회의 Special Advisor로 임명했습니다.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인 Dean G. Skelos는 “경마 산업은 뉴욕주에서 수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역정부측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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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NYRA Reorganization Board는 경제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경마말들의 안전과 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경마산업을 최대한 부흥시킬 수
있는 리더쉽과 경영을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ssembly Speaker Sheldon Silver는 “Michael Del Guidice와 Rick Cotton을 NYRA
Reorganization Board에 임명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수천명을
고용하는 뉴욕주의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Reorganization Board가 뉴욕주의 경마팬들에게 한세기 이상 즐거움을 선사한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acing, Gaming & Wagering의 상원의회 위원장인 상원의원 John Bonacic은 “저는 NYRA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들과
신규 NYRA 이사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경마팬들과 납세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이해하고 있는 신규 NYRA를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NYRA가 경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며 NYRA의 성공을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ssembly Racing and Wagering 위원회 의장 J. Gary Pretlow는 “경마말들의 건강과 안전과
올바른 경영이 중요합니다.. 저는 NYRA가 Reorganization Board를 통해서 대중의 신뢰를
되찾고 경마말들과 기수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뉴욕주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주 산업과 관련된 수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임명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David Skorton, Cornell University 총장 - 의장
Cornell University의 12번째 총장인 David J. Skorton은 심장병 전문의, 생명공학 교수겸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Departments of Medicine and Pediatrics의 교수입니다. 그는
이전에 산업 총수, 대학 총장 및 단체 지도자들의 비영리 단체인 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의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평생 회원일 뿐만 아니라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에 임명되었으며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회원입니다. Skorton 총장은 해당 지역과 뉴욕주의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습니다. 그는 2009년 주지사가 임명한 특수부서인 Diversifying the New York
State Economy through Industry-Higher Education Partnerships의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Cornell Equine Hospital이 있는 Cornell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은 Cornell University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Skorton씨는 NYRA Board에 전념하기 위해서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의장직을 사임할 예정입니다. Skorton 총장의 임명은
최종적으로 NYRA Board의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Korean

Skorton씨는 “경마는 뉴욕주의 문화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저는 New York Racing
Association Reorganization Board의 유능한 분들과 경마말들, 기수들, 백스트레치 직원들,
경마말 소유주들 및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사들과 함께 뉴욕주의 경마 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bby Flay, 요리사겸 경마말 소유주
Flay씨는 경마에 관심이 높은 수상에 빛나는 요리사이자 식당 소유주입니다. Flay씨는
1991년에 첫 식당을 개업했으며 New York Magazine의 Gael Greene이 선정한 “Best
Restaurant 1992”를 수상했습니다. Bolo Restaurant & Bar는 1993년 Flatiron 지역에서
개장했습니다. 같은 해 Flay는 미국에서 30세 이하의 가장 뛰어난 요리사에게 주어지는
James Beard Foundation의 Rising Star Chef of the Year 1993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
4월 Flay씨는 미국의 지역 요리 전문 식당인 Bar Americain을 개장했습니다. Flay씨는
2006년 6월 Atlantic City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크 전문점인 Borgata Hotel Casino & Spa를
개장했습니다. 식당 운영외에 Flay씨는 요리책과 Food Network, Cooking Channel 및
NBC에서 방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Flay씨는 경마말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마 애호가입니다. Flay씨
소유의 More Than Real은 2010 Breeders' Cup Juvenile Fillies Turf에서 우승했습니다.
Flay씨는 “뉴욕주 출신이며 사업가이자 경마말 소유자로서 Cuomo 주지사가 저를
NYRA에 임명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의 최대 목표는 뉴욕주에서 경마가 스포츠로서,
그리고 여가활동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 Rosenthal씨, 프로듀서, Tribeca Film Festival 공동 설립자 및 Tribeca Enterprises의
CEO
Jane Rosenthal은 명성 높은 프로듀서이자 Tribeca Film Festival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녀는 저명한 영화 프로듀서이며 호평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Rosenthall씨는 Variety의 Women in Showbiz, Holloywood Reporter의 Women in
Entertainment 및 Crain의 New York Business “100 Most Influential Women in NYC
Business”에 소개되었습니다. Rosenthal씨는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코메디물인 Meet
the Parents (2000)와 후속편 Meet the Fockers (2004) 및 Little Fockers (2010)와 흥행작
Analyze This (1999)와 그 후속편 Analyze That (2002), 아카데미상 후보작 Wag the Dog
(1997) 및 비평가들에게 호평받은 영화인 Marvin's Room (1996)과 About a Boy (2002)를
제작했습니다. 그녀는 Good Shepherd, Rent 및 Bronx Tale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1989년에 Rosenthal씨는 배우인 Robert Deniro와 함께 맨허턴 남부의
TriBeCa 지역에서 TriBeca Production과 Tribeca Film Center를 설립했습니다. 2002년에
Rosenthal씨는 최초로 연례 행사인 Tribeca Film Festival을 개최했으며 이 행사는 주요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Leonard Riggio, Barnes & Noble, Inc. 회장
Leonard Riggio는 Fortune 500 회사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 도서판매회사인 Barnes &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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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의 회장입니다. 1965년에 대학서적 판매점 하나로 시작한 이래 Riggio씨는 그 후 이
판매점을 기반으로 미국 소매업 역사상 최대 기업이자 현재 5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도서판매 업계에서 예지자,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 겸 사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Riggio씨는 GameStop (NYSE: GME)의
창업자이기도 하며 이회사는 전세계에 7,0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비디오 게임 소매업 체인점입니다. Riggio씨는 Hurricane Katrina에서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주택 건설 및 무료 제공 등의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로 그와
그의 부인 Louise는 101채의 주택을 New Orleans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며 100개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Riggio씨는 경마 사업체인 My Meadowview LLC의 소유주입니다.
Anthony Bonomo, Professions, Inc.의 회장겸 관리자
Anthony Bonomo, Esq.는 Administrators for the Professions의 회장겸 Board Member of
Physicians' Reciprocal Insurers의 회장입니다. Bonomo씨는 1985년 이래로 AFP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Bonomo씨는 의료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는 2005년에
Brooklyn Boyz Stables를 설립했습니다.
Vincent Tese, Executive Chairman, Bond Street Holdings, LLC
Tese씨는 변호사이자 투자 자문가 겸 케이블 방송국의 임원이며 현재 Bond Street
Holdings, LLC의 Executive Chairman이자 자회사인 Florida Community Bank의 Executive
Chairman입니다. 그는 또한 Cablevisions Systems Corporation, ICE Clear Credit LLC,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Mack-Cali Realty Corporation 및 Madison Square Garden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는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및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의 Trustee로 있습니다. Tese씨는
주정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1981년부터 1983년까지 State
Superintendent of Banks에서 근무했으며 1985년 3월에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Chairman 겸 Chief Executive Officer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에 뉴욕주의 Director of
Economic Development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Commissioner직을 역임했으며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및 Job
Development Authority의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91년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Commissioner로 임명되었습니다 Tese씨는 New York State Advisory
Commission on Racing in the 21st Century의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Joseph Spinelli, Navigant의 전무 이사
Joseph Spinelli는 Navigant Consulting에서 Global Leader of the Anti-Bribery & Corruption
Practice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6년 뉴욕주 최초의 Inspector General로 임명된
이래 뉴욕주의 모든 기관의 부정행위, 남용, 낭비 및 부패 관련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Inspector General로 임명되기 전에 Spinelli씨는 New York과 New Haven의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사무실에서 Special Agent로 복무했습니다. Spinelli씨는 World Trade Center의
9월 11일 사건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 Independent Fiscal Monitor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사,
준수 및 감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4년에 Spinelli씨는 40,000명의 회원이 소속된 국제
전문가 연합회인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Board of Regen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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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었습니다. 2010년 2월 Spinelli씨는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Public Integrity에
임명되었습니다.
Robert Megna, 뉴욕주 Budget Director
Robert Megna는 2009년부터 New York State Budget Director로 근무해 왔습니다. Megna는
New York State의 Budget Director이며 주정부의 금융 정책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주의 모든 주정부 기관과 프로그램 관련 예산 편성을 관장하고 있으며
경제 및 수입 예측, 세금 정책, 재무 계획, 자금 조달 및 주정부 부채 포트폴리오 관리 뿐만
아니라 연금과 직원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Megna씨는 이전에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90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 세금과 각 지역 세금 징수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뉴욕시와 Yonkers시의 소득세를 포함한 뉴욕주 세금과 각 지역 세금 관련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서, 등록 및 관련 문서 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Megna씨는 Franchise Oversight Board직을 사임하게 되며 Division of the Lottery의 Interim
Director인 Robert Williams가 그 자리에 부임하게 됩니다. Megna씨는 NYRA 이사회에서
금융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John Hendrickson, Saratoga 특수 고문
John Hendrickson은 Saratoga Springs의 주민이자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는 Mary Lou
Whitney Stables의 Breeding and Racing Manag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Alaska의
Walter Joseph Hickel 주지사의 보좌관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Hendrickson씨와 부인
Mary Lou Whitney는 Saratoga Race Course에서 근무하던 중 백스트레치 직원들을 위해서
Backstretch Appreciation 프로그램을 설립했으며 약 2,000명에 달하는 백스트레치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Saratoga
Race Course 및 지역사회의 사안과 관련해서 주지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John Hendrickson은 “Cuomo 주지사는 자질이 높은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서 NYRA를
재대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hael Dubb, Beechwood Organization 사장 겸 창업자
Michael Dubb은 Professional Builder 잡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58째로 규모가 큰 주택
건설업체인 Beechwood의 사장 겸 창업자입니다. Michael Dubb은 7,500 평방피트에 달하는
탁아소인 Anna House를 Belmontt Racetrack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Dubb씨는 과거에 두번이나 Long Island Builder's Institute의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LBI
Helps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의 이사회 이사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Manhasset에 위치한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의 Associate
Trustee직을 맡고 있습니다. 광적인 경마팬인 Michael은 2008년 New York Racing
Association Board of Directors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11년 뉴욕주의 최고
경마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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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e Mack, 시니어 파트너, Mack Company
Earle Mack은 Mack Company의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그는 Mack-Cali Realty Corp.에서
이사회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Mack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핀란드에서 United States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NYRA Board of Directors의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83년부터 1989년까지 New York
State Racing Commission의 Chairman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 NYS
Thoroughbred Breeding and Development Fund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hael J. Del Giudice, Rockland Capital Energy Investments, LLC. 회장
Del Giudice씨는 사모 펀드 경력이 있으며 전력 및 에너지 기반자산 시장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정부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Del Giudice씨는 1996년
이래 투자회사인 Millennium Credit Markets LLC, New York , NY의 Senior Managing
Director직을 맡았으며 2003년부터 전력 및 에너지 기반시설 시장에 주안점을 둔
사모펀드회사인 Rockland Capital, LLC, New York, NY의 Chairman 겸 Senior Managing
Director직을 맡았습니다. Del Giudice씨는 2008년부터 Consolidated Edison Inc.의 Lead
Independent Director이었으며 이전에 Del Giudice씨는 Lazard Freres & Co. LLC의 투자은행
부문의 General Partner직을 맡았었습니다. 또한 뉴욕주 주지사 비서관직과 뉴욕주 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Del Giudice씨는 2003년에 NYRA 이사회에 임명되었으며
2005년에 Vice Chairman으로 승진했습니다.
Rick Cotton, NBCUniversal의 부사장 겸 General Counsel
Rick Cotton은 2004년 8월 NBC Universal의 부사장 겸 General Counsel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NBCUniversal의 각 사업부문측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NBCUniversal Law
Department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전세계적인 불법복제 근절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및 법안 관련 사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London에 본부를 둔 CNBC Europe의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며 NBC에서
1989년부터 근무해 왔습니다. 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민간합작회사인 New
York Primary Care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회의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77년
Secretary Joseph A. Califano하에서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비서로 임명되었으며 1978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 U.S. Department
of Energy의 Deputy Secretary John Sawhill의 특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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