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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위원회들이 뉴욕주의 비상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 재해를 방지할
인프라 강화를 위한 위원회 임명자 명단 발표

위원회 구성원의 약력 링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비상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할뿐만 아니라 주의 인프라가 큰 자연 재해를 더 잘
견디도록 인프라의 강도 및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NYS 2100, NYS Respond, NYS
Ready라는 3개 위원회의 발족을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3개 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할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위원회 구성원은 뉴욕주의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뉴욕주의
미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배경을 갖추었으며
경험이 풍부한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원 및 전체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뉴욕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추가 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NYS 2100 위원회
NYS 2100 위원회는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에 맞선 주 인프라의 저항력 및 강도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Rockefeller Foundation의 총장인 Judith Rodin과
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의 전 회장인 Felix G. Rohatyn입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
개발시 Rodin 총장의 리더십과 전문 식견 이외에 Rockefeller Foundation은 스탭의 전문 지식과 기타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예비 권고안 마감일은 2013년 1월 3일입니다.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
•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기존의 교통, 에너지, 환경 및 기타 인프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 손상된 인프라를 교체하거나 인프라를 다양화 또는 더욱 융통성 있게 만들기 위한 우선 사업
• 보호벽 및 자연적 보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장기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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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계획, 보호 및 개발을 뉴욕주 경제 개발 전략에 통합할 기회;
•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 관련 보험 및 위험 관리 분야의 개혁.
임명자
• Judith Rodin, The Rockefeller Foundation(공동 회장)의 대표
• Felix Rohatyn, Lazard(공동 회장) 회장 및 CEO의 수석 고문
• Richard T. Anderson, 미국 건설협회(New York Building Congress) 회장
• Dan Arvizu, 미국 에너지청(U.S. Department of Energy)의 천연 재생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l Energy Laboratory) 책임자 겸 CEO
• Walter Bell, Swiss Re America Holding Company의 전 회장
• Jo-Ellen Darcy, 육군성 차관보(고문)
• Isabel Dedring, 영국 런던의 교통 담당 부시장
• Lloyd Dixon, RAND Corporation의 수석 경제학자
• Mortimer L. Downey, 워싱턴 도시권 교통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부국장
• Clark W. Gellings,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선임 연구원
• Patricia Hoffman, 전력공급 및 에너지 신뢰성국(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부국장(고문)
• J. Robert Hunter,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보험 책임자
• Sudhakar Kesavan, ICF International의 회장 겸 CEO
• Roy Kienitz,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전 경찰청 차관
• Timothy Killeen, SUNY Research Foundation 대표 및 SUNY 연구 담당 부교육감
• Fred Krupp, Environmental Defense Fund 대표
• Sylvia Lee, Skoll Global Threats의 수질 관리자
• Joe Lhota, 도시권 교통국(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회장 겸 CEO
• Miho Mazereeuw,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강사
• Guy J.P. Nordenson, Guy Nordenson and Associates 파트너
• John Porcari, 미국 교통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차관(고문)
• Robert Puentes, Brookings Institute 수석 선임 연구원
• Gil Quiniones, New York Power Authority 사장 겸 CEO
• Jack Quinn, Erie Community College 총장
• Scott Rechler, 뉴욕 및 뉴저지 항구 관할 기관(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부회장
• Jonathan F.P. Rose, Jonathan Rose Companies 사장
• Lisa Rosenblum, Cablevision 정부 및 홍보 담당 수석 부사장
• John Shinn, United Steelworkers의 USW 4구역 책임자
• Mark Tercek, The Nature Conservancy 사장 겸 CEO
• Robert D. Yaro, Regional Plan Association 사장(NY Works Task Force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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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대응위원회
NYS 대응위원회의 임무는 뉴욕주가 미래의 날씨 관련 재난에 대응할 준비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상 또는 재난이 발생한 도중 및 후에 적절한 인력 및 자원이 배치되도록
다음의 주요 날씨 사건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계획, 훈련 및 자원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권고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Booz Allen Hamilton의 선임부사장이자
퇴역 제독(미국 해안 경비대)인 Thad Allen과 뉴욕대학교의 재난대비대응센터의 소장인 Brad
Penuel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은 2013년 1월 3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들:
• 비상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해 충분히 훈련된 요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시 병원 환자 및 기타 취약자들의 건강 및 안전이 보호되도록 한다
•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한다
• 모든 지자체가 재난에 계획되고 준비되도록 한다
• 정부의 모든 레벨에 걸쳐 비상 대응이 효과적으로 조율되도록 한다
• 역경에 신속 대응하고 대피소, 식량, 물, 전기 및 필수 전기제품 같은 비상후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되도록 한다
임명자
• Thad Allen, Booz Allen 수석 부사장, 해군 제독(미국 연안 경비대) – 은퇴(공동 회장)
• K. Bradley Penuel, 뉴욕대학교 재난 대비 및 대응 센터(Center for Catastrophe Preparedness and
Response) 책임자(공동 회장)
• Doug Barton, Tioga 카운티의 기획 및 경제 개발 책임자
• Patricia Bashaw, Essex 카운티의 EMS 코디네이터
• Bradford Berk,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의 보건과학 담당 수석 부사장 겸 CEO
• LaRay Brown, NYC Health & Hospitals Corporation의 기업 기획, 지역사회 보건 및 정부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
• Doug Burnett, Florida National Guard(은퇴) 소장
• James Burns, Firemen’s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사장
• The Reverend Frederick Davie,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City 수석 부사장
• Peter J. Davoren, Turner Construction의 사장 겸 CEO
• Grant Dillon, Global Preparedness and Mitigation 사장
• Eli Feldman, MJHS and Elderplan의 사장 겸 CEO
• Peter Gudaitis, National Disaster Interfaiths Network 사장
• Tony Hannigan,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CUCS) 최고 책임자
• Jerome Hauer, 뉴욕주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국장(고문)
• Scott Heller, Albany Medical Center의 비상사태 관리 책임자
• Tino Hernandez, Samaritan Village, Inc.의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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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t Johns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최고 책임자
• Timothy Manning, FEMA의 국토방위 및 대응 담당 부국장(고문)
• Mike McManus, New York State Professional Fire Fighters Association 사장
• Thomas Mungeer, New York State Troopers 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사장
• Chris Renschler, University of Buffalo의 지리학 부교수
• Marilyn Saviola, Independence Care System의 Advocacy and the Women’s Health Access Program
부원장
• Jennifer Schneider,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토목공학, 환경 관리 및 안전학과(Civil
Engineering Technology, Environmental Management & Safety Department) 교수 겸 Russell C.
McCarthy Endowed 회장
• Mark J. Solazzo, North Shore-LIJ Health System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 Harry L. Weed, II, Village of Rockville Centre의 공공사업 국장
• Sheena Wright, United Way of New York City 대표
NYS 준비위원회
NYS 준비위원회의 임무는 미래의 자연 재해 및 기타 비상에 대해 중요 시스템과 서비스가 준비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Weil, Gotshal & Manges LLP의 시니어
파트너인 Ira M. Millstein과 컬럼비아대학교의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원의 국립재난대비센터 소장인
Irwin Redlener 박사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은 2013년 1월 3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맡은 특정 분야들:
• 뉴욕주의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및 기타 시스템의 취약성 해결
• 신규, 수정된 및 기존의 건설이 복원력이 있도록 함
• 적절한 장비, 연료, 식량, 물 및 기타 비상용품의 가용성 확보
• 최초 대응자 및 기타 핵심 요원들이 효율적으로 통신하고 적절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의사 결정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의 가용성 확보
• 권한 라인이 명료하고 관리들이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할 권한을 갖도록 함
임명자
• Ira Millstein, Weil, Gotshal & Manges LLP 수석 파트너(공동 회장)
• Irwin Redlener, 콜롬비아 대학교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Preparedness의 책임자(공동 회장)
• William Acker, NY-BEST 최고 책임자
• Scott Amrhein, Continuing Care Leadership Coalition 사장
• Robert Atkinson, 콜롬비아 대학교 Columbia Institute for Tele-Information 정책 연구 책임자
• Guruduth Banavar, IBM 글로벌 공공부문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
• Donald Capoccia, BFC Partners의 총장 겸 설립자
• Mae Carpenter, Westchester 카운티 Department of Senior Programs & Services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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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ry Cauley,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 사장 겸 CEO
• Mary Ann Christopher, Visiting Nurse Service of New York 사장 겸 CEO
• Arthur V. Gorman, 미군 해병대(US Marine Corps) 중령(은퇴)
• Patricia A. Hoffman, 미국 교통국 전력공급 및 에너지 신뢰성국(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차관(고문)
• William Hook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의 수석 정책 선임 연구원 겸 책임자
• John Kemp, The Viscardi Center 사장 겸 CEO
• Kit Kennedy,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공기 및 에너지 프로그램(Air & Energy Program)
고문
• Steven Levy, Sprague Energy 상무이사
• Robert Mayer, US Telecom 산업 및 주 업무 담당 부사장
• Daniel McCartan, Western New York Regional Resource Center & Erie County Medical Center 비상
사태 대비 코디네이터
• John Merklinger, Monroe 카운티 9-1-1 코디네이터 겸 New York State 9-1-1 Coordinators Association
대표
• Cynthia Morrow, Onondaga 카운티 보건 담당 국장
• Patrick A. Murphy 소장, 뉴욕주 부관(고문)
• Kyle Olson, The Olson Group 설립자
• Walter Parkes, O’Connell Electric Company, Inc. 회장
• Cynthia Rosenzweig, 콜롬비아 대학교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수석 연구원
• Howard Schmidt, 전 대통령 특별 보좌관 겸 사이버 보안 코디네이터
• Denise Scott, LISC 상무이사
• D. Gregory Scott, Gulf Oil 터미널 운영 및 석유 분배 담당 수석 부사장
• S. Shyam Sunder,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엔지니어링 연구실 책임자
• Joseph J. 소장(은퇴) Taluto, 뉴욕주 전 부관 참모
• Anthony Townsend, 뉴욕대학교 Rudin Center for Transportation Policy and Management 부연구원
• Russell Unger, Urban Green Building Council 최고 책임자
• Susan C. Waltman,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GNYHA)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
• William “Bill” Wilson, Pepsi-Cola Bottling Company of New York 사장 겸 CEO
• John E. Zuccotti, Brookfield Office Properties 공동 회장
위원회 구성원의 약력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NYSRespondBiographies.pdf
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NYS2100Biographies.pdf
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NYSReadyBiographies.pdf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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