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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산업 개발 기관(INDUSTRIAL DEVELOPMENT AGENCIES, IDA)에서 
모든 공개회의 및 공청회 녹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녹화 동영상,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반드시 게시하고 최소 5년 동안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Cuomo: "산업 개발 기관은 지역 수준의 경제 성장 발전 및 지역 사회 활성화 과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욕 주민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새 조치는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 및 공청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산업 개발 기관에서 모든 공개회의 및 공청회 녹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S.88/A.3002)에 서명했습니다. 
회의 또는 공청회 녹화 동영상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게시되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 개발 기관은 지역 수준의 경제 성장 발전 및 
지역 사회 활성화 과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욕 주민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새 조치는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 및 공청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 개발 기관은 해당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비슷한 정부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민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 법은 시민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가 더욱 쉽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산업 개발 기관 세금 우대 조치에 빛을 비춰 줄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ichaelle Solages 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거구민이 지역 산업 개발 
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항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주 
전역의 산업 개발 기관에서 선거구민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모의 정부 단체는 



주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책임감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써 회의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회에 참여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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