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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9월 13일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의 개시 반원들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의 개시 반원들을 발표하였습니다. 
 
90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정된 9명의 펠로우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업 출신으로서 그들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학문적 및 직업적 경험, 리더십 잠재력, 공공 봉사에 대한 헌신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에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남녀 인재들은 공공 
봉사에 새 에너지, 아이디어 및 경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욕주의 미래를 인도할 신세대 
리더를 창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인은 새로운 뉴욕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의 개시 반원들을 환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은 뉴욕주 정부에서의 정책 입안 역할을 위한 신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지사는 각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를 본인의 기량과 주 
정부의 니즈가 일치하는 행정부 직위에 배치하였습니다. 펠로우들은 선임 행정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Albany 소재 SUNY의 록펠러 연구소에서의 교육 및 전문가 
개발 세미나에 참여할 것입니다. 펠로우들은 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뉴욕주 정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연결을 새롭게 하고 뉴욕주 
정부에서 근무할 신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도입된 새 프로그램인 Cuomo 지사의 새로운 
NY 리더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 이외에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섬기는 직접 경험을 얻도록 학생들을 정부의 행정 부문에 배치합니다. 이 
인턴 프로그램도 인턴들에게 정부 리더 및 정책 입안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NY 리더 이니셔티브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www.newnyleaders.com에 있습니다. 2012-2013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들의 약력이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newnyl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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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2012-2013년반 
 
Michael Baer 
Michael Baer는 가장 최근에 JP Morgan의 미국 주식, 글로벌 다자산 그룹, 비공개 주식 및 펀드 투자 
플랫폼의 헤지 펀드 담당 최고재무책임자로서 근무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180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위한 재무 계획 및 전략과 2억 7500만 달러의 운용 예산에 대한 재무 감독을 
담당하였습니다. Michael의 글로는 개발도상국의 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 자금 조달에서 새로운 
실적 기반 사회 금융 투자 수단으로서 사회성과 연계채권의 사용에 대한 정책 논문이 있습니다. 
Michael은 Babson College에서 경영학 학사와 New York University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ichael은 국제재무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마라톤 주자이며 철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하였습니다. 배치: 뉴욕주 환경보존부 
 
Tamara Dews 
Tamara Dews는 가장 최근에 Sony Music Entertainment의 비즈니스법무 본부를 관리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Sony의 음악을 판촉하고 유통하기 위한 보조 시장 식별을 담당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Tamara는 Mount Holyoke College에서 역사정치학 학사 학위와 New York University의 
전문가평생학습대학원에서 지적재산법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Tamara는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의 이사회에서 봉직하며 이태리어, 스페인어, 라틴어 및 약간의 일어를 말합니다. 
배치: 뉴욕주 발달장애인실 
 
Alejandra Diaz 
Alejandra Diaz는 NTT DATA, INC.에서 경험 선도 설계자가 되어 정성적 연구 접근법을 개발하는 팀을 
관리하였으며 그로 인한 대상 통찰력을 사용하여 주로 제약 공간에서 서비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알리고 설계하였습니다. Alejandra는 Yale 
University에서 과학사, 의학사 학사 학위를, Columbia University의 평생교육대학원에서 비즈니스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Alejandra는 HIV 백신 시도 네트워크 및 HIV 예방 시도 네트워크를 위한 
뉴욕 커뮤니티 자문단에서 근무합니다. 배치: Executive Chamber 
 
Rebecca Dixon 
Rebecca Dixon은 가장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전국고용법 프로젝트를 위한 실업보험 현대화 
캠페인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전에 Rebecca는 저소득 근로 가족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황폐화된 
가족들을 지원하는 미시시피 경제정책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Rebecca는 Duke University에서 
영어학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법률 학위를 취득하였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법과대학원에서 공익 변호사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배치: Executive Chamber 
 
Samuel Filler 
Sam Filler는 가장 최근에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 도시계획 컨설팅 기업으로서 라티노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전문으로 하는 Transportation and Land Use Collaborative(TLUC)에서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Samuel도 남부 캘리포니아의 Coro 펠로우였고 City Year의 Americorps 
멤버였습니다. Samuel은 Vassar College에서 경제정치학 학사 및 NYU의 Robert F. W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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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amuel은 중급 수준의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배치: Empire State Development 
 
Jennifer M. Gomez 
Jennifer Gomez는 가장 최근에 뉴욕시 의회의 입법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서비스국, 
노숙자서비스부 및 인적자원국기 제정한 정책의 영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Jennifer는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정책연구원의 
특별 회원 및 Simpson Thacher and Bartlett LLP의 소송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Jennifer는 Mount 
Holyoke College에서 사회학 및 라틴아메리카학 학사를 우등으로 취득하였고 버클리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의 법과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미니카 
변호사협회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Jennifer는 스페인어 원어민이며, 불어 및 포르투갈어는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능통하고, 초급 이태리어를 말합니다. 배치: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실 
 
Dylan J. Hayden 
Dylan Hayden은 미국 해군에서 아랍어 및 파시토-아프간어 언어학자로 6년 봉직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Dylan은 광역 필라델피아 경제 리그에서 근무하면서 
동남 펜실베이니아 교통청의 혁명적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구현을 도왔습니다. Dylan은 뉴폴츠 
소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정치학 학사 및 국방언어연구원 외국어센터에서 현대표준 
아랍어 준학사뿐만 아니라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펠즈 정부연구원에서 공공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Dylan은 열렬한 스쿠바 다이버이며,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아랍어와 파시토어를 말합니다. 배치: 뉴욕주 노동부 
 
Kisha Santiago 
Kisha Santiago는 가장 최근에 혼합 파이낸스 프로젝트에서 공공주택당국과의 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저렴한 민간 주택 개발 회사인 Rosenberg Housing Group(RHG)의 부사장 겸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로 봉직하였습니다. RHG에 입사하기 전에 Kisha는 할렘의 YouthBuild를 위한 프로그램 
보조원, Walt Disney Theatrical Productions의 종합관리 코디네이터, Parsons Child and Family 
Center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특별 행사 코디네이터로 봉직하였습니다. Kisha는 올버니 소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심리학 학사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isha는 
LEED 그린 회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배치: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국 
 
Nora Yates 
Nora Yates는 가장 최근에 Pride Center of the Capital Region의 집행이사로 봉직하면서 이 42년된 
조직을 재활성화하고 확장시켰습니다. Nora는 그 전에 Empire State Pride Agenda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의 요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Nora는 올버니 소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6년간 
겸임교수로서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고 가르쳤으며 Kaleel Jamison Consulting Group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Nora는 올버니 소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불어 및 
여성학 학사, 여성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Nora는 또한 Sage 대학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배치: 뉴욕주 알코올중독 약물남용서비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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