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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행정부 내의 새로운 공무원 인사 계획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임명된 사람들은 그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편이 어려운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임명된 분들을 

환영하며 이분들과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분들은 소중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 주민들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Corinda Crossdale 

Cuomo 주지사는 Corinda Crossdale씨를 뉴욕주 노인담당실(“NYSOFA”) 실장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승인 절차를 기라리고 있는 Crossdale씨는 실장 대리로 활동하면서 노인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이에 따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높은 단계의 공공 지원 돌봄 서비스가 필요 

없도록 비용 효과적인 비 의료 지원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을 증대시키는 NYSOFA의 활동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Crossdale씨는 2013년 2월부터 보건부 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NYSOFA의 행정부실장과 Monroe 카운티의 노인부 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Crossdale씨는 

Syracus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SUNY Brockport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게 노인분들의 건강, 독립, 커뮤니티 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뉴욕의 노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Corinda Crossdale씨가 말했습니다. 

“Cuomo 행정부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 드리며, 다른 주, 지역, 자원 기관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노인분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ose Duhan 

Rose Duhan은 보건부 차관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Duhan 씨는 과거 NYHPA(New York Health Plan 

Association)에서 정부 프로그램 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Albany 카운티에서 수석 

예산분석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Duhan씨는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보건정책 및 행정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Wesleya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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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께서 행정부 내에서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저를 임명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르게 됨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뉴욕 주민들에게 열심히 도움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주지사와 행정부 내 많은 인재들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Rose 

Duhan씨가 말했습니다.  

 

Eric Madoff  

Eric Madoff씨는 NYSIF(New York State Insurance Fund)의 실무국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Madoff씨는 과거 NYS 금융서비스부에서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 기관과 

1,400명의 직원들의 업무를 책임지고 살폈습니다. 그의 눈부신 경력을 살펴보면 

뉴욕파산관리국의 최고투자전략관, 골드만삭스의 부사장, 그리스와 하와이 주둔 미육군 대위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doff씨는 하버드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고 

미육군사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NYSIF의 새로운 실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Eric Madoff씨가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임명해주신 Cuomo 주지사의 확신과 신뢰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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