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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부장관과부장관과부장관과부장관과 OMH 및및및및 OPWDD 장관에장관에장관에장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임명을임명을임명을임명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부장관에부장관에부장관에부장관에 Courtney Burke 임명임명임명임명  

OPWDD 장관장관장관장관 대리로대리로대리로대리로 Laurie Kelley 임명임명임명임명  

OMH 장관장관장관장관 대리로대리로대리로대리로 Ann Sullivan 박사박사박사박사 임명임명임명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3년 11월에 뉴욕주 행정부의 신임 보건부 부장관으로 

Courtney Burke를, 발달장애사무국(OPWDD) 장관 대리로 Laurie Kelley를, 정신보건부(OMH) 장관 

대리로 Ann Sullivan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Kelley 씨와 Sullivan 박사 모두를 차기 

입법 심의회 기간 동안 각기 OPWDD와 OMH 장관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을 확정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간의 직무 활동 기간 동안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OPWDD에서 보여준 Burke 씨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정의센터(Justice Center) 설립에 끼친 핵심 역할로 볼 때 Burke 씨는 보건부 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뛰어나게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Kelley 씨의 경우 Ulster-Greene ARC 

수장으로 활동하였고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경험을 갖고 있어서 차기 OPWDD 장관에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llivan 박사는 2백만 뉴욕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Elmhurst 및 

Queens Hospital Centers에서의 업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OMH는 Sullivan 박사의 리더십과 

지도로 크게 발전하할것입니다. 세 분들이 이러한 공직을 맡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우리 뉴욕주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뉴욕주 전반의 보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일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된 것에 기쁩니다”라고 Burke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임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Korean 

“우리 뉴욕 주민들, 특히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Kelley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뉴욕주는 발달장애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돌보는 활동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신보건부 장관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Sullivan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메디케이드 재설계팀(Medicaid Redesign Team)이 정한 새로운 방향, 특히 

정신병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실질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ourtney Burke 씨는 최근까지 OPWDD 장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공공정책 연구부문인 Rockefeller Institute's New York State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수석 정책분석가를 포함해 

뉴욕 장애인권익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Advocat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와 뉴욕주 

보건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OPWDD 장관 재직 시절, Burke 씨는  

• OPWDD가 운영하는 발달센터 거주 발달장애인들의 수를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19%까지 줄이고 이들을 보다 일원화된 환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현재 OPWDD가 

운영하는 캠퍼스 기반 시설에는 1,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서비스 운영 기관 및 비영리 서비스 기관에서의 학대 및 주요 사건 발생 건수가 

2013년 3월 1일로 끝나는 가장 최근의 6개월과 2011년 9월 1일로 끝나는 6개월의 

기간과 비교해볼 때 총 21% 감소하는 등 다수의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 주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물리적 개입을 2012년 8월에서 2013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전 6개월과 비교해서 1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 OPWDD의 전달 시스템을 보다 일원화하고 보다 더 잘 관리되는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PFMW(People First Medicaid Waiver)를 

제출하였습니다. 

• 연방정부와 서비스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각자 주도적인 서비스, 고용, 

커뮤니티 생활을 증진하는 내용의 시스템 변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 2011년 7월부터 주외(out-of-state) 거주 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들 중 자격이 되는 

67%를 뉴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 뉴욕의 발달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모든 직접 지원 전문가들을 위해 핵심 역량 및 

윤리규범을 개발하였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성과 성적표를 작성하고 이를 OPWDD 웹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Burke 씨의 뒤를 이어 Laurie Kelley 씨가 OPWDD 장관 대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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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ie Kelley 씨는 11년 동안 Ulster-Greene ARC 상임이사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시 Kelly 씨는 

PIIS(Portal Initiatives and Individualized Supports)로 Taconic 지역을 이끌고 5천만 달러 예산과 

1,000여명의 직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Kelly 씨는 행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인 개입을 80% 이상까지 줄였습니다. 이 밖에도 Kelley 씨는 ARC 기관들 간에 

IT 부서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인가를 이뤄내 성공적인 지역 협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ARC에 

합류하기 전에는 Benedictine Hospital에서 비즈니스 개발, 전문 서비스, 및 일반 업무(Business 

Development, Professional Services, and General Services) 부사장으로 19년간 재직하였습니다. 

Kelley 씨는 University of Iowa에서 식품영양학 학사를 받았고, Union College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Ann Marie Sullivan, M.D. 박사는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의 Queens Health 

Network 수석부사장입니다. Sullivan 박사는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Elmhurst 및 Queens 

Hospital Center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립병원은 2백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ullivan 박사는 Mt. Sinai에 있는 Icahn School of Medicine의 정신과 

임상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Sullivan 박사는 환자와 자신의 전문직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특별회원이며, APA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Sullivan 박사는 

뉴욕의학회(New York Academy of Medicine) 회원, ACP(American College of Psychiatrists) 및 

GAP(Group for the Advancement of Psychiatry)의 회원입니다.  

 

Sullivan 박사는 뉴욕주 보건 및 보건계획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와 그 소속 

기관인 정신건강서비스위원회(Mental Health Services Committee), 뉴욕주 메디케이트 

재설계팀(Medicaid Redesign Team), NQFHMG(National Quality Forum Hospital Measures Group)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뉴욕시 정신건강협회(New York City Mental Health Association) 이사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Sullivan 박사는 New York University Medical School에 다녔고 1978년 New York University/Bellevue 

Hospital에서 정신과 레지던스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부군인 정신과의사 Stephen 씨와 두 딸인 

Elizabeth와 Christine과 함께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John Tauriello, Esq.는 2013년 8월 1일부터 11월 Sullivan 박사가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OMH 장관 

대리직을 맡을 것입니다. Tauriello 씨는 현재 OMH 부장관으로 Counsel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위생법 선도자이자 정신병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생 동안 일해온 분입니다. 

그는 Kristin M. Woodlock 장관을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Woodlock 장관은 7월 말에 OMH를 떠나 

최근에 뉴욕시로 이사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 



Korean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