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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행정부 내의 새로운 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인은 Margaret Egan과 Linda Cohen을 우리 행정부에 선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분들은 각자 우리 행정부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더하여 

뉴요커들을 위해 결과를 계속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rgaret Egan 

Margaret Egan은 공공안전 담당 차관보로 복무할 것입니다. Margaret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ook 카운티 보안관 Tom Dart의 정책정부 업무 담당 디렉터로 복무하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Egan씨는 전국 최대의 단일 장소 교도소 및 일리노이주 최대 경찰서 중 하나를 위한 범죄 정책, 

사회복지 및 입법 전략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보안관을 위해 

적정부담보험법의 실행을 개발하고 이끌어서 Cook 카운티 교도소를 미국에서 최초로 Medicaid 

확장에 의거 재소자를 등록시킨 최초의 교도소로 만들었으며, 이제 그것은 전국 교도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학령 및 성인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Cook 카운티 교외의 화기 추적 및 거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공공안전 담당 차관보로 복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Margaret Egan은 말했습니다. “저는 범죄에 엄격하면서도 효과적, 효율적이고 

공정한 마인드의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의 행정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욕주 공공안전 제도를 전국적 모델로 만들기 위해 주지사의 공공안전 팀과 협력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Linda Cohen  

Linda J. Cohen은 뉴욕주의 전국지역사회봉사위원회 담당 책임자로 복무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Linda는 New York State Corps Collaboration의 책임자로 12년 동안 복무하면서 미국 

최대의 AmeriCorps 프로그램 중 하나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주 분쟁해소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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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서, Inside Sports Magazine의 기고자로서 그리고 뉴욕주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부 내의 

다양한 직위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녀는 Union College, Albany Law School 및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National Law Center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Cuomo 행정부에 합류하여 자랑스러우며 지역사회, 우리 위대한 주와 미국을 위한 봉사에 

모든 뉴요커들을 개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선도할 기회를 주신 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Linda 

Cohen이 말했습니다. “최근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뉴욕주민들은 서로 

돕습니다. 저는 그러한 헌신과 정신 위에서 미래의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가 항상 대응할 준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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