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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6월 20일 

CUOMO 주지사, 비준 내용 발표 
 

David Paterson 전임 주지사에 대한 MTA(뉴욕시 수도권 교통 공사) 이사회원 임명; Peter M. Rivera 
하원의원에 대한 노동청장 임명; Jerry Boone에 대한 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회장 임명이 

비준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상원이 David Paterson 전임 주지사에 대한 뉴욕시 수도권 
교통 공사(MTA) 이사회원 임명, Peter M. Rivera 하원의원에 대한 노동청(DOL)장 임명 및 Jerry 
Boone에 대한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겸 회장 임명을 비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와같은 유능한 전문가들의 임명으로 인해 경험과 능력있는 리더십과 주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획득하게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 뉴욕주 정부를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어 가는 지금 Paterson 전임 주지사, Rivera 
하원의원 및 Jerry는 모두 우리 행정부에 필수적인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Skelos 상원 여당 원내 총무 그리고 DeFrancisco, Fuschillo, Golden, Robach, Krueger, 
Dilan, Perkins 및 Peralta 상원의원의 포괄적인 검토 및 신속한 비준에 감사드립니다.” 
 

David Paterson 전임 주지사는 “Cuomo 주지사 및 주 상원이 본인을 MTA 이사회에 임명해 주신 
사실에 대해 큰 존경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주가 더욱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돕고 뉴욕주가 다시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Rivera 하원의원은 “뉴욕 주정부에서 그 처럼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상원이 비준한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청 임원 팀에 참가하여 계속해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 전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게 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강한 
통찰력과 함께 노동청이 계속해서 뉴욕주를 강화시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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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Boone은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겸 회장으로 임명되고 비준을 받은 데 대해 Cuomo 
주지사와 상원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귀중한 직위를 제공받고 적극적으로 뉴욕주의 인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뉴욕주의 주민들을 
위해 본인의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교통위원회 회장인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은 “David Paterson 전 주지사는 25년 이상 
주 상원의원으로서, 부지사로서 그리고 주지사로서 우리 주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입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인해 MTA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그리고 이 기관을 더욱 책임성있고,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개혁시키는 데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이 임명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직책을 맡은 Paterson 전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노동위원회 회장인 Joe Robach 상원의원은 “Peter Rivera 하원의원에게 축하를 보내며, 
계속해서 뉴욕주의 남성 및 여성 근로 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교통위원회의 선임 의원인 Martin Malavé Dilan 상원의원은 “David Paterson 전 주지사가 
뉴욕시 수도권 교통 공사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친숙할 것이라는 점은 재언할 필요도 없으며, 
명백히 이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능력과 경험으로 인해 MTA의 계속적인 성공에 
큰 공헌을 할 사람을 임명한 Cuomo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노동위원회의 선임 의원인 Jose Peralta 상원의원은 “Peter Rivera 하원의원의 마땅한 임명 및 
비준에 축하를 보내며, Cuomo 주지사의 사려깊은 선택에 갈채를 보냅니다. 뛰어난 경력에 나타난 
바와 같이, Rivera 노동청장은 탁월한 지성 그리고 비범한 인간성 및 신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의 재직은 의심할 바 없이 주 전역의 라틴계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공무원 연금 위원회의 선임 의원인 Bill Perkins 상원의원은 “Mr. Boone의 비준에 축하드리며, 
적격한 후보자를 임명한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장래에 Mr. Boone이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terson 전 주지사는 뉴욕주의 55번째 주지사였습니다.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기 전에, 20년 이상 
뉴욕주 상원에서 근무했으며, 2003년에 상원 야당 원내 총무가 되었으며, 부지사로도 
근무했습니다.  

Rivera 하원의원은 뉴욕주 하원의 임시 의장이며 현재 하원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제76 주 하원의원 선거구 주민들을 대표해 왔습니다. 
 

공무원 선출 재임 기간동안, Rivera 하원의원은 정신보건,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에 대한 하원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상임위원회 의장으로서 정신 위생 작업그룹을 형성하여 
뉴욕주내 정신 건강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Rivera 하원의원은 뉴욕주 의사 규칙 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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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위원회를 비롯해 농업 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의 일원입니다. 또한 Rivera 하원의원은 
하원 푸에르토리코/라틴계 대책 위원회의 전 의장입니다. 그는 하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라틴계 미국인으로서교육의 질적 향상, 이중 언어 교육의 강화, 의료 서비스 및 AIDS 관련 자금 
이용 능력그리고 새로 개조된 뉴욕 공립 도서관의 Bronx 지부 푸에르토리코 헤리티지 센터의 
건립에 대해 주창하는 등 라틴계 커뮤니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선출이 되기 전, Rivera 하원의원은 Puerto Rican Bar Association의 회장이었으며, 뉴욕주의 라틴계 
판사들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전에 Rivera 하원의원은 Bronx의 살인수사국에서 지방검사보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재임 이전 
St. John’s Law School에서 J.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St. John’s Law School을 다니기 전, Rivera 하원의원은 마약 단속국(D.E.A.)의 연방 수사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미국 최대의 연방 마약 관련 작전인 Operation Eagle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South Bronx에서 경찰관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그 후 형사가 되어 라티계 커뮤니티 관련 
문제들에 대해 NYPD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Rivera 하원의원은 경영학 B.A. 학위를 Pace College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Ponce에서 태어나 어려서 뉴욕시로 이민을 했습니다. Rivera 하원의원은 현재 두 아이와 함께 
Bronx에서 살고 있습니다. 
 

Mr. Boone은 현재 Boone Consulting사의 대표이사이며, 인적자원 및 운영 기반시설 개발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전에, Mr. Boone 2008년에 테네시주 Memphis에 소재한 Pride Properties, LLC를 창설하여, 
중점적으로 기업 취득 및 차압 매물의 재건을 통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들에 양질이며 적격 
가격의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Mr. Boone은 아직도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재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Pride Properties사의 창설 전에, Mr. Boone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Harrah’s Entertainment사의 
지역 인적자원, 통합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Mr. Boone은 기업 취득을 
통한 3개의 카지노를 Harrah’s 브랜드로 이행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Mr. Boone은 또한 
Harrah’s 회사에서 수석 부사장, 인적자원 부사장, 카지노 운영 담당 부사장, 게임 실무 개발 담당 
부사장 및 기업 변호사 등 여러 직책들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Mr. Boone은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뉴욕주 검찰 총장실에서 검찰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는 뉴욕주의 수석 항소 변호사, 기소 관리자 및 공채 법무관이었습니다. 검찰 
차장으로 재임하기 전, Mr. Boone은 뉴욕시와 올버니(Albany)에서 법무 차장으로서 부동산국의 
운영을 담당했으며, 1984에서 1991년까지는 송무국에서 법무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Mr. Boone은 Boston College Law School에서 J.D. 학위를 그리고  Columbia College에서 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orean 

 
다음 후보자들 또한 오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었습니다: 

• Edward Sharkey-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Marc Coppola-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Ellen Evans Alexander-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G. Kevin Ludlow-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James B. Ferguson-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Christina Hernandez- 뉴욕주 가석방 위원회 
• Scott Adair-Rochester-Genesee 지역 교통 공사 
• Stephen Carl- Rochester-Genesee 지역 교통 공사 
• Robert Fischer- Rochester-Genesee 지역 교통 공사 
• James Redmond- Rochester-Genesee 지역 교통 공사 
• Darlene DeRosa Lattimore- 뉴욕 중부 지역 교통 공사 
• Michael Carroll- Oswego 항만청 
• Patrick Whalen- Buffalo 및 Fort Erie 공공 교량청 (Peace Bridge) 
• Philip J. Tantillo- Buffalo 및 Fort Erie 공공 교량청 (Peace Bridge) 
• Tim Loftis-뉴욕주 기숙사 공사 
• Dennis Mehiel-Battery Park City 개발 공사  
• Randall Fleischer-Taconic State Park,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위원회 
• Arthur Gellert- Taconic State Park,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위원회 
• Edgar Masters- Taconic State Park,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위원회 
• George Bartunek-Long Island State Park,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위원회 
• Dalton Burgett- Allegany State Park,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위원회 
• John Parete-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국  
• Joseph Kelly-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국  
• Robert Dyson- 도시 개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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