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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게임게임게임게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 MARK D. GEARAN의의의의 비준비준비준비준 발표발표발표발표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총장총장총장총장 겸겸겸겸 Bill Clinton 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선임선임선임선임 고문이고문이고문이고문이 카지노를카지노를카지노를카지노를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모든모든모든모든 게임을게임을게임을게임을 규제하는규제하는규제하는규제하는 기관을기관을기관을기관을 이끌이끌이끌이끌 것입니것입니것입니것입니다다다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주 상원이 Mark D. Gearan을 뉴욕주 게임 위원회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비준했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카지노 개발을 포함하여 주의 

게임 및 도박 활동의 모든 측면을 규제합니다. 

 

Gearan 의장은 Geneva, N.Y. 소재 Hobart and Williams Smith Colleges의 총장으로 지난 15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그 전에 그는 평화봉사단을 이끌었고 Bill Clinton 대통령의 보좌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및 부수석 참모로 복무하였습니다.  

 

“본인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년간의 관리 경험을 지닌 입증된 리더인 Mark Gearan을 뉴욕주 

게임 위원회 의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카지노 게임은 

업스테이트 뉴욕에 수 천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주의 학교 및 지방 정부에 수 백만 달러를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Mark의 수 십년 공공 봉사 및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를 

이끈 훌륭한 업적은 이 새 역할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며 본인은 게임 위원회에서 봉사할 시간을 

내어주신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 절실히 필요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Gearan 의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선임을 고려해주신 Cuomo 지사와 즉각 

비준해주신 상원에 감사합니다. 저의 동료들과 본인이 매우 할 일이 많은 데 저는 시작을 

고대합니다.” 

 

이제 상원이 Gearan 의장을 비준했기 때문에 게임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3월 12일에 개최하여 

게임시설 장소선정단의 단원 선임 및 경마산업에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한 말 약물 규칙 채택을 

포함한 여러 중요 안건을 심의할 것입니다.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총장, 평화봉사단 단장 및 Clinton 대통령 선임고문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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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Gearan 의장(2019년 1월 31일 만료되는 5년 임기)은 여러 고등교육 위원회 및 국제 구호 

단체를 포함하여 공직에서 많은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Gearan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의회 개혁 및 공공봉사 장려에 대한 정책 권고에 집중하는 

양당정책센터의 정치개혁위원회가 선임하였습니다. 그는 시민 참여를 증대할 협업적 해법을 

권고하도록 Barack Obama 대통령에 의해 선임된 다부문 리더들 그룹인 백악관 커뮤니티 솔루션 

협의회의 전위원입니다. 시민 역할 및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진력하는 6개 대륙의 200여 

기관들의 국제협회인 Talloires Network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그는 글로벌 봉사 문화를 

진흥하였습니다.  

 

Gearan 의장은 Geneva에 거주하면서 Happiness House Foundation, Ontario ARC 및 Geneva 

Community Center의 자문협의회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Gardner, Mass. 태생인 Gearan 의장은 

Harvard University에서 정부학 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따고 Georgetown University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12개의 명예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뉴욕주 게임 위원회의 규제 역할에는 모든 경마 및 배당식 경마, 클래스 III 인디언 게임, 경마장의 

비디오 복권 터미널 시설, 뉴욕주 복권, 자선 게임 및 임박한 상업 게임의 감독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Gearan 의장과 함께 위원 John A. Crotty, John J. Poklemba, Barry Sample 및 Todd R. 

Snyder를 게임 위원회에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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