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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ACHEL HAOT씨를씨를씨를씨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디지털책임자최고디지털책임자최고디지털책임자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로로로 임명하다임명하다임명하다임명하다 

 

Haot가가가가 기술기술기술기술 부장관에부장관에부장관에부장관에 임명되다임명되다임명되다임명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행정부의 기술 부장관으로 Rachel S. Haot씨를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achel Haot씨가 새로운 기술 부장관으로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Haot씨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성공적인 업무 능력을 거둔 

분으로써 뉴욕주의 디지털 입지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 주도 세상에서는 주정부가 끊임 없이 발전하는 다양한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Haot씨는 Empire State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할 전문성과 남다른 아이디어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Michael R. Bloomberg 뉴욕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aot씨는 시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있는 방법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뉴욕시는 미국과 

전세계의 도시에 디지털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술 부문에서의 엄청난 호황은 이 업계를 

성장시키고 널리 알리며 뉴욕이 창업자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되도록 이끌어준 이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상당 부분 가능했습니다.  Haot씨는 뉴욕시에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분이 다음 

역할을 맡더라도 똑같은 열정으로 임해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아주 훌륭한 임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Haot씨가 우리 뉴욕주를 위해서 뛰어난 업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술 부장관인 Haot씨는 웹, 모바일, 소셜 미디어 전반에서 서비스 간소화와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뉴욕주의 디지털 경험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Haot씨는 또한 뉴욕 주민들의 

필요사항에 부응할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하고 뉴욕주의 혁신적인 잠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술 커뮤니티와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최근까지 Haot씨는 뉴욕시의 최고디지털책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뉴욕시 정부 최초의 

최고디지털책임자로서, Haot씨는 정부기관 간 디지털 로드맵을 개발 및 이행하였고고, 뉴욕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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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gov 웹사이트 재설계 및 재출범을 주도하였으며, 뉴욕시의 소셜 미디어 활동, 기술 행사 및 

전략적 디지털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Haot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혁신이라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의 디지털 참여 및 성장을 지원할 이러한 유산을 구축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소속의 일원으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술의 잠재성으로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 방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Haot씨는 GroundReport의 설립자이며 전직 CEO였습니다. GroundReport는 시민 저널리즘 

플랫폼으로 6개 대륙 10,000명의 독립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Haot씨는 또한 부띠끄 디지털 

전략 컨설턴시 Upward를 출범 및 운영한 바 있으며, P2P 파일 공유 플랫폼 LimeWire의 비즈니스 

개발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Haot씨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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