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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DAM BARSKY를를를를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임시임시임시임시 재정국재정국재정국재정국 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 임명한다고임명한다고임명한다고임명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dam Barsky 씨를 Nassau 카운티 임시 재정국 

의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창설된 NIFA의 임무는 Nassau 카운티가 

향후 재정 예산 부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법부가 추천한 2명의 위원과 주정부 감사관이 추천한 1명의 위원과 

함께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Adam Barsky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험의 깊이와 다양성을 

갖춘 인물로서, 그의 전문적 경력은 Nassau 카운티 주민들과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더 

나은 봉사와 헌신을 쏟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뉴욕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Barsky 씨는 관리 및 공공 정책에만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뛰어난 수석 위원입니다. 

Barsky 씨는 현재 Israel Discount Bank of New York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위험 

책임자(CRO)로 재직 중입니다. 이 수석 역할에서 Barsky 씨는 신용, 시장 및 운영 

리스크, 그리고 전략 및 평판 위험을 포함하여 은행 리스크 관리의 모든 측면을 

감독합니다. Barsky 씨는 2008 년 금융 위기를 통해 은행을 샅샅이 조사했고 가장 최근인 

소유권 변경 기간 동안에는 수익성 개선, 운영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Barsky 씨는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 장관 대리, 금융 및 주택 책임자, George Pataki 

행정부에서 뉴욕시 문제를 맡는 등 주 및 지방당국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Pataki 행정부 당시 Barsky 씨는 주택 당국, 시 교통국,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Nassau 

카운티 임시 금융국 등 각종 국가 기관 그룹에 대한 행정 및 국회 의사당 업무를 

감독했습니다.  

여기에 합류하기 전 Barsky 씨는 2000-2002년에 Rudolph Giuliani 시당국에서 예산 이사 

겸 뉴욕시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역임했습니다. 그 역할에서, Barsky 씨는 도시의 

400억 달러 이상의 운영 예산과 5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개선 계획에 대한 준비 및 

책임을 맡았습니다. Giuliani 행정부 당시 Barsky 씨는 1998-2000년에 시청 행정과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Barsky 씨는 뉴욕시 직원 퇴직 시스템 회장, 뉴욕시 이행 재무국 회장, 뉴욕시 재무국 

국장 대리, 그리고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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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ky 씨는 뉴욕주 직업개발기관위원회, 전국 및 주 정부 재무관리자협회, 그리고 미국 

은행 협회(American Banking Association) 등 각종 위원회 및 전문가 협회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Albany 소속 SUNY 동창위원회의 전 멤버이자, Baruch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전 겸임 교수, 뉴욕시 주택개발공사 이사회의 전 멤버입니다.  

 

Barsky 씨는 Albany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Columbia Business School에서 위험 관리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Risk Management Executive Education Program)을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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