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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를인사를인사를인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두 번째 개각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18명의 인사 외에 

15명이 합류하여 주지사의 과감한 제2기 아젠다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가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관점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팀에 합류하는 인재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 받고 있는 

분들로, 모든 뉴욕주민들의 삶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나은 뉴욕을 

건설해나가는 데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지사는 상원 인준을 요하는 직위에 다음 6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Howard Zemsky, ESDC(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 사장 겸 CEO, Economic Development 

커미셔너로 임명. Zemsky씨는 지난 4년 동안 Western New York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회사인 Larkin 

Development Group은 Buffalo에 역사적인 Larkin District를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Zemsky씨는 

Michigan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Kenneth Adams, 뉴욕주 국세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장관으로 임명. Adams씨는 

2011년부터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 커미셔너를 역임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의 사장 겸 CEO를 역임했습니다. Business 

Council을 이끌기 전에는 브루클린 상공회의소 소장을 지냈고 New York Cares의 초대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Carol Robles-Román,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이사회에 임명. Robles-Romàn씨는 여성 

인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법률단체인 Legal Momentum -The 

Women's Legal and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사장 겸 CEO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Michael 

Bloomberg 시장의 법무 및 카운슬 부문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Fordham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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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ie Mahoney, State Thruway Authority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 Mahoney씨는 2007년 Onondaga 

카운티 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검찰청 소속 검사로 5년을 근무한 후 City 

of Syracuse에서 Councilor-at-Large로 선출되어 4년 동안 복무한 바 있습니다. Mahoney씨는 Syracuse 

University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Syracuse University 법학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Thomas Hoover, 뉴욕주 체육위원회장으로 임명. Hoover씨는 전직 프로 농구선수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New York Knicks와 St. Louis Hawks에서 선수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후 Denver 

Rockets, Houston Mavericks, Minnesota Pipers, New York Nets에서도 뛰었습니다. 프로 농구선수를 

그만둔 후에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실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뉴욕시에서 Adopt-A-School 

프로그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Hilda Rosario Escher,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로 임명. Escher씨는 Ibero-American Action 

League의 사장 겸 CEO로 활동하는 분으로, 1979년에 이 단체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직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전에는 Bershire Farms Services for Youth의 지역담당관으로 활동했고, 

Continuing Developmental Services에서 거주서비스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모두 Rochester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Escher씨는 University of Puerto Rico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Roberts Wesleyan College에서 Non Profit Leadership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Executive Chamber직위에 다음 9명을 임명하였습니다: 

 

John Maggiore씨는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aggiore씨는 이전에 Robert Duffy 부지사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주지사의 지역문제실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Cuomo 검찰총장의 정책자문관, Cuomo HUD 장관의 보좌관, Buffalo State College의 Muriel 

Howard 총장의 대외정보 담당관(Director of Communication), Sam Hoyt 주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Buffalo Niagara Partnership의 Erie County Stabilization Project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Maggiore씨는 Mario Cuomo 주지사가 신임하는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는 Buffalo 원주민으로 Connecticut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Rutger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Harvard Kennedy School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atie Codey씨는 정책차장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Codey씨는 2013년부터 주지사의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Codey씨는 과거 뉴욕시위원회의 수석 정책분석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에서 Codey씨는 대변인의 경제개발, 인력 개발 및 교통정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였습니다. 

Codey씨는 또한 미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Jose L. Linares 판사의 서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Codey씨는 University of Georgia에서 M.P.A.를, 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Leslea Snyder씨는 법무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nyder씨는 과거에 Actavis, Plc에서 공공정책 & 

공무 부문 수석관리자와 Forest Laboratories 에서 공공정책 & 공무 부문 수석관리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고향인 Suffolk 카운티의 The Village of Port Jerfferson의 신탁관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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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Kenneth LaValle 상원의원 휘하의 

뉴욕주상원고등교육위원회 부실장을 역임한 후 뉴욕주 상원 Long Island Delegation의 Regional 

Community Outreach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Terence O’Leary씨는 공공안전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O’Leary씨는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뉴욕주 보건부의 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실장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Office of the Special Narcotics Prosecutor에 소속된 뉴욕카운티 검사보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09년에 Senior Investigative Counsel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O’Leary씨는 

메릴랜드 주 Loyola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Seton Hall University 법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R. Nadine Fontaine씨는 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주지사의 법률자문위원(Assistant Counsel)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ontaine씨는 Epiq Systems, Inc.에서 근무하다가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한 분으로 

이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Cooper, Liebowitz, Royster & 

Wright에서 어소시에이트로 일했고, 이후 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 & Dicker, LLP, Kaye 

Scholer, LLP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Fontaine씨는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Pace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Julia Pinover Kupiec씨는 주택에 중점을 둔 주지사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Pinover-

Kupiec씨는 과거에 장앤인인권단체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가장 최근에 Disability Rights Advocates New York에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서머 어소시에이트로 이 단체에 들어와서 David Boies Fellowship 

변호사가 되었고, 이후 주 소속 변호사로 영전하여 주 소속 수석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Georgetown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New York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Angela Sherrer씨는 공공안전에 중점을 둔 주지사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herrer씨는 최근까지 미 법무부 정보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국가안보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주의 검사 시보, 뉴욕주 인권부의 

법률자문위원, 뉴욕 카운티 검찰청의검사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Wellesley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Anna Adams-Sarthou씨는 언론담당비서보로 임명하였습니다. Adams-Sarthou씨는 과거에 뉴욕시에 

있는 AT&T에서 대외업무 지역이사로 근무했으며, Michael Gianaris 주상원의원의 차석 보좌관 겸 

대외정보 담당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그녀는 David Paterson 주지사의 언론실에서 다수의 

직책을 역임하였고, 그의 행정부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공보담당비서 대행으로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Adams-Sarthou씨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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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 Castor씨는 교통 부문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로 임명되었습니다. Castor씨는 Washington, 

D.C.의 교통부 지역과에서 정부 및 법무 업무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주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 때 그녀는 이 지역 입법관들을 성공적으로 로비하여 이 지역의 주요 수도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11억2,00만 달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Washington, D.C.의 과거 

시장이었던 Adrian M. Fenty 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치 및 정부 

홍보 회사인 Castor Consulting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를 다녔고, 

Fordham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Rutgers University에서 수송 전문가들을 위한 재무기획 및 

프로그램 관리 이수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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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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