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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9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3-2015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 펠로우펠로우펠로우펠로우 클래스를클래스를클래스를클래스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신세대신세대신세대신세대 리더들이리더들이리더들이리더들이 뉴욕뉴정부에뉴욕뉴정부에뉴욕뉴정부에뉴욕뉴정부에 모이다모이다모이다모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3-2015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클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21인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직접 정부에 접목시킨 고유 기술, 리더십 

잠재력, 공공서비스에 쏟는 노력 그리고 창의성을 분석한 경쟁률이 높은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은 뉴욕 주정부 순위에 새로운 재능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해 첫 개시 클래스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우리는 새로운 뉴욕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주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최신 반원들을 환영합니다.” 

 

주지사는 각 엠파이어 펠로우를 그들의 기술과 주정부 필요사항과 접목되는 직무에 

임명하였습니다. 엠파이어 펠로우들은 고위 행정 관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한 각료급 관리와의 협의로 SUNY Albany에 자리한 Rockefeller Institute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고유한 양방향 커리큘럼 이수를 포함해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정부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주 행정부에 꼭 필요한 독창적인 인재로 

구성된 9인의 2012-2014 엠파이어 펠로우 클래스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 클래스는 또한 뉴욕주 

ONA(Office for New Americans), 지역경제개발위원회, Market NY, Casino Gaming, 

지방정부재건위원회(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Board)를 포함한 주지사의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많은 클래스는 주지사의 Executive Chamber에 배치되고 다른 클래스는 주정부 

기관에 배치되어 주지사의 주요 자문관들과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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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클래스를 환영합니다”라고 뉴욕주 국무장관인 Cesar A. 

Perales가 말했습니다. Perales 장관의 뉴욕주 국무부는 Cuomo 주지사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 결정의 기술과 과학에서 인정 받고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리더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과제에 대처하도록 해줍니다.”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 펠로우펠로우펠로우펠로우 2013-2015 클래스클래스클래스클래스 

 

Jalila Aissi 

Jalila Aissi는 Cleantech Law Partners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Jalila씨는 Cleantech Law Partners에서 창업 회사, 비영리 회사 및 기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글로벌 

보존 기관인 WCS(Wildlife Conservation Society)를 위한 대규모 정부 보조금과 계약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NISC(Net Impact Service Corps)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였고 NYC 

Venture Philanthropy Fund의 보조금 위원회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에너지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뉴욕주립대 Polytechnic Institute에서 CleantechExecs Program을 

이수하였습니다. Jalila씨는 UCLA에서 철학 학사를 받았고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Jalila씨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주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Allison K. Auldridge  

Allison Auldridge는 SAGE(Services & Advocacy for GLBT Elders)의 PASA(Policy Associate for Services & 

Advocacy)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때, Allison씨는 뉴욕의 동성 

노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갖가지 HIV, LGBT 단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주정부 및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SAGE를 대표하고 SAGE의 거국적인 "노후 준비(Spousal 

Impoverishment Protections)" Medicaid Initiative를 감독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SAGE와 함께 일을 

하기 전에는 처음엔 보스턴에 있는 Madison Park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그 다음에는 

Brooklyn Historical Society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전문가로서 4년 이상 활동하였습니다. 

Allison씨는 Smith College에서 인류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New School에서 Urban Policy 

Management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 개발개발개발개발 회사회사회사회사 

 

Adam Bushey 

CPT Adam Bushey는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기관에서 그는  CEDHRG(Center of Excellenc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의 민주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Bushey씨는 

2007년에 USAID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고급 학위 후보자들을 위한 연방정부 최고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PMF(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USAID에서, 

Bushey씨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통치 및 법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다 더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통치 시스템을 강화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CPT 

Bushey씨는 뉴욕주방위군의 법무감(JAG)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면서 대위로 진급하였고, 이곳에서 10개월 현장 배치 기간 동안의 훈공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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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CPT Bushey씨는 기능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역량을 구축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Bushey씨는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들을 보수하여 Syracuse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시정 활동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ushey씨는 Le Moyne College에서 경제정치학 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Buffalo 소재 뉴욕주립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Sidra Chaudhary 

Sidra Chaudhary는 Albany 소재 뉴욕주립대학에서 “LPP”(Liberty Partnerships Program)의 프로그램 

이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때, Sidra씨는 

뉴욕주 교육부에서 175만 달러의 보조금을 인수 및 재무 감독하는 업무, 모든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사로써 Sidra씨는 중고등학교를 중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였습니다. LPP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 퀸즈에 자리한 Young Adult Institute, Girls 

Incorporated of the Greater Capital Region, 뉴욕 Albany에 자리한 Clearview Center, Inc.를 포함한 

다양한 대민서비스 기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Sidra씨는 Purchase에 소재한 뉴욕주립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Albany에 소재한 뉴욕주립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Albany 카운티 보호관찰소와 함께 소년법원 책임위원회(Juvenile 

Court Accountability Board)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행정실행정실행정실행정실(Executive Chamber) 

 

Nora Cronin 

Nora Cronin은 Brooklyn District Attorney의 수석 부 지방검사로 활동한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형사검사였던 Nora씨는 중범죄, 경범죄 재판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고, 판결 후 항소 문제, 대배심원 사건, 신청제도(motion practice)에 참여하였습니다. Nora씨는 

또한 파나마에서 미국변호사협회의 ROLI(Rule of Law Initiative)와 협의해 활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경찰들에게 수사 기술 및 재판 기술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Long Island Press의 전속기자로 정치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Nora씨는 버지니아 주 Fredericksburg에 소재한 Mary Washington College에서 국제 문제 및 철학 

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하였고 St. John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Nora씨는 스페인어에 능통합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Carlos Cuevas 

Carlos Cuevas는 South Bronx에 소재한 연방 소속 유자격 커뮤니티 건강 센터 네트워크인 UHP(Urban 

Health Plan)에서 행정 펠로우로 기한을 마친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행정 펠로우로 활동할 당시 Carlos씨는 다양한 금융, 정책, 운영 문제에 관해 사장 겸 

CEO에게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UHP에서 Carlos씨는 부서 관리자들이 지출을 보다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돕고 방문 숫자와 공급량 활용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Carlos씨는 기관들이 변화하는 서비스 전달(care delivery) 모델과 

인센티브 시스템에 적응하는 전략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UHP 고위 경영진들을 위해 

IDS(Integrated Delivery Systems)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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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활동 기간 동안 Carlos씨는 미 국방부의 TMHS(The Military Health System), William F. Ryan 

Community Health Network, GNYHA(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및 NYCHHC(and the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을 포함한 다른 보건서비스 제공 기관들과도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Carlos씨는 현재 SUNY Albany에서 건강정책(Health Policy) 및 COER(Comparative 

Effectiveness and Outcomes Research)을 전문으로 하는 공중위생 분야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뉴욕 원주민 출신인 Carlos씨는 브롱크스에서 태어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행정학 석사(M.P.A.), 그리고 공중위생 석사(M.P.H.)를 취득했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Raymond Cummings, Jr.  

Raymond Cummings, Jr.는 뉴욕 Archdiocese의 커리큘럼 및 인재 개발 임시 부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Raymond씨는 대주교 커리큘럼과 관련된 

문제를 감독하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기법 사용과 뉴욕주 공동핵심학습기준의 이해와 이행 시 

리더십과 교육을 학교에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Raymond씨는 또한 교수 중재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계획/프로그램을 파악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대주교에 대한 연구 외에도, Raymond씨는 Fordham University과 Columbia 

University의 Teachers College에서 부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애미의 한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언어 과목을 가르치지고 하였습니다. Raymond씨는 Harvard University에서 영미문학 학사,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교육학 석사, Columbia University의 Teachers College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Raymond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통해 

뉴욕주의 교육자, 학생,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성향을 강화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Ana Doroghazi 

Anna Doroghazi는 코네티컷의 9가지 성폭행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 연합체인 

CONNSACS(Communication for Connecticut Sexual Assault Crisis Services)에서 공공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국장을 수행하던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연합체에서 활동하던 동안에는 주 스토킹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성폭행 및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단체의 언론 통신 전략을 

관리하였고 피해자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주 단위 워크숍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CONNSACS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영국 런던에서 고문생존자를 위한 의료재단(Freedom from 

Torture)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미시간 주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Anna는  Hillsdale College에서 유럽학 및 스페인어 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했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인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Tanisha Dyall 

Tanisha Dyall은 국제 개발 및 공공정책 배경을 갖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활동은 글로벌 개발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들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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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다루는 정치학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에서 국가 멤버십 프로그램(National Membership Programs)의 Senior Associate로 

활동했는데,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상과 이행에 참여하였습니다. Tanisha씨는 또한 미국에서 120여개의 풀뿌리 지부를 동원하여 UN 

개발 프로그램, UN 여성 및 UN DPI(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와 같은 UN 기관들과의 관계를 

개발하여 강력한 미국 - UN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무부와 함께  U.S.-UN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을 교육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Tanisha씨는 St. Johns University에서 정부 및 

정책학의 학사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국제법을 준석사수료(Graduate Certificate) 

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Alexandra Greene 

Alexandra Greene씨는 “NPS(Newark Public Schools)”에서 노동 및 직원 관계 사무소(Office of Labor 

and Employee Relations)의 법률준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업무에서 Alexandra씨는 새로운 학교 사업, 연방 지원 보조금, NPS 및 8개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협상과 준수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다루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Alexandra씨는 최근의 필요사항을 처리하고 인적 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Alexandra씨는 Boston College에서 인적개발(교육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Columbia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및 교육학 석사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Imran Khan 

Imran Khan씨는 미 에너지 부서에서 정책 펠로우로 그리고 고향인 휴스턴에서 교육 

파이오니어(Education Pioneers) 펠로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사우스 댈러스에서 

커뮤니티 개발, 도시 재개발 및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인 Develop U를 

창설하였습니다. 2010년 여름, Imran씨는 댈러스 취약 지역에서 학생 영양 및 여름 집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PepsiCo 및 CitySquare와 팀을 이뤄 AmeriCorps VISTA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댈러스 지역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 과학을 가르쳤고 

3M에서 재료 과학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로는 빈곤퇴치 프로그램, 커뮤니티 개발, 

효과적인 사회 정책 및 정부 활동을 통한 자원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Imran씨는 Texas A&M 

University에서 생화학 학사학위를,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Virginia’s Batten School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Richard Lecky 

Richard Lecky씨는 Institute for Family Health에서 규정 준수 국장으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체에서 Richard씨는 연방 및 주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Institute for Family Health에 들어오기 전에는 Paul, Hastings, Janofsky 

& Walker LLP 법률회사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Cushman & Wakefield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 & 연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Richard씨는 또한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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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 연합(National African American Drug Policy Coalition, Inc.)에서 상당 시간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약물 남용에 대한 대중보건 접근 방식을 홍보하는 보건 및 형사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Richard씨는 Howard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와 법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Ana Liss 

Ana Liss씨는 경제개발, 재정정책, 정부예산, 지방정부 윤리 및 언론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Ana씨는 Greater Rochester Enterprise에서 비즈니스 개발 어소시에이트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관에서 그녀는 지역 사업 보존 및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노동시장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Center for Government 

Research에서 Research Associate로 활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뉴욕주를 가로지르며 통합에 

관심이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TV 방송 기자, 프로듀서, 앵커로 Ana씨는 WETM 18 

News Today와 13 WHAM News에서 일하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행사를 다루었습니다. An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Ithaca College에서 언론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 Fels Institute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Shaymaa Mousa  

Shaymaa Mousa씨는 의사, 의료연구자, 대중보건 정책 분석가로서의 경험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Shaymaa씨는 Cairo University Hospitals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응급의학 및 마취학 분야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섭렵하였습니다. 

이후 Shaymaa씨는 Albany College of Pharmacy의 제약연구소에서 의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Shaymaa씨는 University of Cairo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고, John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공중보건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haymaa씨는 아랍어에 능통하고 

프랑스어도 조금 할 줄 압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Laura Valeria Gonzalez Murphy 

Laura Valeria Gonzalez Murphy씨는 Albany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연구조교수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민 개혁의 국제적 환경: 미국, 멕시코를 넘어서(US, Mexico and Beyond)”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공동 지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 정책과 개혁을 연구 및 비교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Laura씨는 또한 멕시코 사람들의 미국 이주, 멕시코 이민 정책 및 보다 

확대된 보안을 포함한 주제에 대한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뉴욕주 

농촌부(Office of Rural Affairs)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업 종사자 서비스를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Laura는 Elmira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rom Elmira University, her Master’s of Science in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Studies from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도시 계획 및 환경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Albany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비교정치학/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Laura씨는 

스페인어에 능통합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무부국무부국무부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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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Ortiz 

Christopher Ortiz씨는 New York law office of Kaye Scholer LLP에서 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반독점, 일반 상업 소송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미국 망명을 

신청하고 불법행위 소송에서 뉴욕시를 변론하면서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Kaye Scholer 법률회사 바깥에서는, 뉴욕주 민주당 유권자 지부인 

뉴욕민주변호사위원회를 비서 겸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는 선거날 

여론조사 모니터를 구성 및 조직하였으며 유권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적극 펼쳤습니다. 

Chris씨는 St. Johns University에서 정부 및 정치학 학사학위를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Cornell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Cornell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의 

편집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Rajiv Shah 

Rajiv Shah씨는 VAAG(Volunteer Assistant Attorney General)에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담당한 일은 공기 및 수질 오염, 고체 폐기물 및 

위험성 폐기물, 멸종 위기 동식물을 포함한 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환경 범죄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 

및 기타 화이트 컬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전에는 Kings County Civil Court에서 

사법보좌관으로 활동했고 뉴욕 남부지구에서 미국 지방법원의 사법 인턴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먼저 Stroud Water Research Center의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과학자로 

근무했고 이후에는 Rockefeller University의 Dr. Nathaniel Heintz의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Rajiv씨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생물학 및 환경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Fordham University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 

 

Jahnhoy Smith 

Jahnhoy Smith씨는 New York City Health & Hospital Corp/Metro Plus Health Plan에서 업무과장으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Jahnhoy씨는 

Medicare와 Medicaid라는 정부 후원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업 및 정책 문제를 감독하였습니다. 

Jahnhoy씨는 Medicare 프로그램 이행이 회사의 비즈니스 및 규제 요건과 일치하도록 계획된 

목적과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Medicare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을 

관리하였습니다. Jahnhoy씨는 City University of New York-Brooklyn College에서 보건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Baruch College/Mount Sinai Medical School에서 보건경영 비즈니스 행정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예산국예산국예산국예산국 

 

Trey Joseph Wadsworth 

Trey Joseph Wadsworth씨는 Massachusetts 주 교통부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송 플래너로 

활동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Trey씨는 전략적 

다모드 계획인 weMove Massachusetts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주도 자본 투자 우선순위화 방법론과 MAP-21 준수 주립 장기 교통 계획입니다. Trey씨는 

또한 첨단 성과 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MassDOT의 혁신적인 GreenDOT 정책 이행 계획의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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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최초 설계자였고, 미래 성과 관리에 제한된 인력과 금융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선구적 조치 방법을 사용한 MassDOT의 과감한 뉴욕주 모드 이동 목표의 

저자였습니다. Trey씨는 몬트리올 소재 Concordia University에서 도시연구 학사학위를 받았고, 

Albany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학위와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Peter W. Walke 

Peter W. Walke씨는 해군정보장교로 활동하며 중위까지 진급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Peter씨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일에 두 

차례 배치되었습니다. NORAD - 미북부사령부에 마지막 파견되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잠재적인 

위협 징후를 제거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긴박한 위험이 되는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수 초만에 피터씨는 이 미사일이 위협 요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통신이 두절된 민간 항공기가 9월 11일 방식의 위협이 되는지 

그래서 이를 격추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일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 9년을 보내는 

동안, Peter씨는 새로운 기관의 예산을 개발하고, 민간인 및 군대 직접 보고서를 관리하였으며, 

미국아프리카사령부(United States Africa Command)의 초기 작전 능력에 기여하였고, 기업을 

목표로 전체 미국유럽사령부를 관리하는 정책을 직접 마련하였습니다. Peter씨는 Williams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응용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Angela Wu 

Angela Wu씨는 첫 번째 직장인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 Inc.의 유명 조경건축회사에서 

수석 프로젝트 관리자 직에 오른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Angela씨는 1,200만 달러의 예산을 개발 및 관리하였고 토론토에 300-에이커의 수변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linton Climate Initiative에 의해 16개 최초 기후 

친화“미래 도시"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Angela씨는 뉴욕시 경제개발회사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녀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가 뉴욕시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경제적 기여를 분석하였습니다. Angela씨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에술건축역사 학사를 

우등으로 졸업했wi고, 예일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환경관리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Executive Chamber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New NY Leaders 사업의 세 가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연결을 재개하고 주정부에서 근무할 신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SFP(Excelsior Service Fellowship Program)는 

주정부에서 활동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최근 졸업생들을 불러 모으고, New NY 리더스 인턴십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게 주정부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wnyleader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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