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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시사, 임명 발표 

Leecia Eve는 Economic Development 부장관에 임명; Gil Quiniones는 New York Power 
Authority 사장 및 최고 경영자로 추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eecia Eve를 경제 개발 부장관 에 임명하고 Gil 
Quiniones는 뉴욕 전력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사장 및 최고 경영자로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주지사가 된 이후부터 경제 개발과 직업 창출은 저의 제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Leecia는 뉴욕을 번영의 길로 계속해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최선의 후보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광범위한 경력과 공공 서비스에서 보낸 년수는 
특별히 그녀를 이 직책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ESD 팀과 더불어, 저는 Leecia가 직업 
창출과 우리 주 경제 성장에 주요 역할을 감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뉴욕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저는 Leecia와 협력하여 일할 것을 고대합니다. “ 

“Gil은 전력공사의 모든 분야를 다 파악하고 있는 헌신된 공무원입니다. 즉, 전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뉴욕의 에너지 자원을 경제 개발 및 직업 창출 지원에 협력시키는 특별한 
잠재성까지입니다. 추가로, Gil은 NYPA가 뉴욕을 에너지 효율적인 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Leecia Eve는, “Cuomo 주지사께서 우리 주 경제 재건을 최우선순위의 하나로 결정한 이 
때, 제가 경제발전부의 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제가 ESD에 있는 
동안, 우리는 뉴욕주의 경제 궤도를 변경하는 데 이미 굉장한 진척을 달성했으며, 
투자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또 뉴욕을 'Empire State'로 다시 한 번 만들어가도록 계속되는 
협력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il C. Quiniones는, “지난 몇 년간 뉴욕 전력공사팀의 일원으로서 그 일에서 도전을 
받기도 했고 또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저를 사장직에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전 뉴욕 주민들에게 최상의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eecia Eve는 최근까지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대행사인 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수석 부사장 겸 자문위원이었습니다. ESD에서 일하기 전에, 그녀는 No Limits 
Foundation의 정책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는 Washington, DC에 근거하며, 국내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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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를 홍보하며, 여성 인권 향상을 포함하여 세계를 둘러싼 미국 국제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녀는 청년 실업 위기 해결의 필요와 경제 경쟁 향상 및 
직업 창출을 위한 국가 시설 투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Ms. Eve는 Hilary Clinton의 대통령 캠페인을 위한 수석 정책 

고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Ms. Eve는 Clinton 의원의 상원 변호인 및 국토안보 고문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직했습니다. Clinton 상원의원에 합류하기 전, Ms. Eve는 

Western New York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인 Hodgson Russ에서 5년간 변호사업을 

했으며, 그녀는 사무소 역사상 일반주 파트너가 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Ms. Eve는 Joseph R. Biden Jr. 상원의원의 변호인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당직자가 되어 Biden 상원의원에게 이민, 지적재산, 안보 및 

독점금지법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Ms. Eve는 Covington & 

Burling에서 연계 변호인이었습니다 . Harvard를 졸업하면서, Ms. Eve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사 Fritz W. Alexander II의 서기로 일하며 미국 최고 법원에 전임으로 

임명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Ms. Eve는 Smith College에서 

Government와 Afro-American Studies 전공으로 A.B. 학위를 받아 1986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1990년도에 Harvard University에서 J.D. 및 Public Administration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Ms. Eve는 Buffalo에 있는 St. Philip's Episcopal Church의 평생 일원입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적십자의 그레이터 버팔로 챕터, Buffalo Philharmonic Orchestra, 그리고 

Buffalo and Erie County Botanical Gardens Society의 이사회원입니다 . 그녀는 Minority Bar 

Association of Western New York 의 전 부회장이고 현재는 The LINKS Incorporated의 

버펄로 지부(Buffalo Chapter)와 Alpha Kappa Alpha 여학생 클럽의 회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Gil C. Quiniones를 뉴욕 전력공사의 사장 및 최고 경영자로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il C. Quiniones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주 전기 시설인 New York Power Authority의 
사장대리 및 CEO입니다. 그는 2008년 6월부터 최고 경영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EO로서, Mr. Quiniones는 전력공사의 일상 활동을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력공사는 17개의 발전소와 뉴욕주 내의 여러 곳에서 1,400 이상의 
순환마일 송전선을 소유 및 운영합니다. 그는 발전 및 전송, 프로젝트 개발 및 검열, 규정 
준수, 전력 자원 계획 및 매입, 에너지 효능 및 기술, 전력 마케팅 및 경제적 개발, 그리고 
기업 서비스 및 행정 등의 분야에서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Quiniones는 전기 사업의 국제적인 연구 및 개발 기관인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이사회원입니다. 그는 또한 두 종류의 국립 공공 전력 기관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Large Public Power Council의 운영위원회 활동과 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에서 전력공사의 주대표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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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에 에너지 마케팅 및 기업 업무의 행정 부사장으로뉴욕 전력공사에 합류하기 

전에, Quiniones는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에너지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수석 부사장으로 4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러한 용량에서, 그는 

에너지 정책 업무 부분 뉴욕시 최고 자문 위원으로서 Michael R. Bloomberg 시장의 Energy 

Policy Task Force를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이는 미래 에너지 필요를 위한 총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뉴욕시의 장기적인 지속능력 계획인 PlaNYC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공-사 그룹입니다. 그는 또한 David A. Paterson 당시 

부지사의 Renewable Energy Task Force에서 뉴욕시를 대표하였으며 그룹의 분산세대 

부위원회 (Subcommittee on Distributed Generation)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또한 EDC에서의 재임기간동안, Quiniones는 New York City Telecommunications Task 
Force와 뉴욕시의 Telecommunications Policy Advisory Group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Consolidated Edison에서 일했으며, 비규제 에너지 서비스 회사인 Con Edison 
Solutions을 공동 창업한 네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Quiniones는 Manila의 De La Salle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B.S., Mechanical Engineering) 
전공으로 이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원으로는 N.J.주, Hoboken에 있는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업경영 및 공학 (Engineering Management and Technology)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Columbia University Business School에서 행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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