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를인사를인사를인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세 번째 개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18명과 어제 

발표된 15명에 추가적으로 25명이 행정부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간의 두 임명은 

행정부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팀에 새로운 재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옴으로써,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난 4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진보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기회를 뉴욕에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행정부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사는 상원 인준을 요하는 직위에 다음 8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William Thompson은 뉴욕 주 주택 금융 공사(HFA)와 뉴욕 주 모기지 기관(SONYMA)의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hompson 씨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뉴욕 시 감사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과 2013년에 뉴욕 시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그는 Battery 공원 

시 기관에서 위원으로 역임하였으며, 국가의 MWBE 지방채 보험 회사인 Siebert Brandford Shank에 

합류하였습니다.그는 2013년에 시장에 출마할 때 회사를 떠났었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는 Tufts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Dennis Rosen는 Medicaid 감찰에 임명되었습니다. Rosen 씨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뉴욕 주 주류 

기관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82년에서 1983년까지 부동산 금융 

관리국에서 차관보로 일하였으며 1983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주 검찰 총장실의 소비자 

사기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뉴욕 법률 구조 협회의 청소년의 권리와 형사 부서와 

변호사였습니다. Rosen씨는 Brooklyn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Harvard 로스쿨에서 J.D.학위를 

취득했습니다. 

 

Howard Zucker는 주 건강국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부 위원 대행과 대리 

위원뿐만 아니라 제1 부청장으로 역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Yeshiva 대학의 Albert Einstein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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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임상 마취과 교수였으며 Bronx의 Montefiore 의료 센터에서 소아 심장 마취의였습니다. 

그는 또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 법을 가르친 Georgetown 대학 로스쿨에서 외래 교수였습니다. 그의 

공공 정책 경험은 당시 보건 복지부 장관이었던 Tommy Thompson의 백악관 연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의 의료 제도 이사회 봉사단을 개발한 보건 부차관보가 되었습니다. 

Zucker 박사는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지원 사무 총장과 Harvard 케네기 스쿨에서 정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Johns Hopkins, Pennsylvania 대학과 Harvard에서 각각 

소아과, 마취, 중환자 전문의 및 소아 심장과 훈련을 받았으며 Yale, Columbia와 NIH에서 교수 

지명이 있었습니다. Zucker 박사는 McGill 대학에서 B.S를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M.D.를 

Fordham 대학 로스쿨에서 J.D.를 Columbia 대학에서 LL.M을 취득하였으며 런던 위생 열대 

의학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에서 세계 보건 정책에 대한 준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John Melville은 뉴욕 주 국토 보안 및 비상 서비스 부문의 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위원 

대행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Melville 씨는 이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range 카운티의 

검찰청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역임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뉴욕 주 경찰에서 맹세 회원으로 31년을 

보냈고, 필드 사령관과 경찰 청장의 가장 최근 부청장을 포함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Melville 씨는 

SUNY Cortland에서 B.S.를 SUNY Albany에서 형법 M.S.를 취득했습니다. 

 

Roberto Velez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실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위원 

대행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Velez 씨는 이전에 Acacia Network, Inc.에서 기업 준수 및 자문을 위한 

부사장으로 역임하였으며 Acacia 위원회의 핵심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뉴욕 시 관리 

시험 및 심의에서 수석 판사였으며 뉴욕 시 보호 관찰 및 청소년 법무부에서 여러 지도자의 역할을 

거쳤습니다. Velez 씨는 Columbia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New York 대학 법과대학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Anthony J. Picente, Jr.는 뉴욕 전력청(NYPA)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Picente 씨는 현재 Oneida 

카운티의 Executive로 역임하고 있으며 2006년에 만장일치로 임명되었고 2007년에 4년 임기로 

선임되었으며 2011년에 재선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지역 

이사로 지명되었고 2년 후 ESDC의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Picente 씨는 Mohawk Valley 커뮤니티 대학에서 준 학사 학위와 Utica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Floyd Flake는 공공 서비스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목사 Flake는 Queens, Jamaica에서 

뉴욕의 The Greater Allen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athedral의 수석 목사입니다. 정책 연구를 

위한 Manhattan 연구소의 전 수석 연구원, 그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의 모교인 Wilberforce 

대학에서 총장이었습니다. 1986년, 그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1997년 그의 교회에서 전임 

사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임하기까지 Queens의 6구 하원 선거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Flake 

목사는 연합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Wilberforce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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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ida Gonzalez는 뉴욕 주 모기지 기관(SONYMA)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onzalez 씨는 Syracuse 대학에서 2007년부터 학장이며 1984년부터 대학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습니다. 그녀는 Binghamton에 있는 뉴욕 주립 대학에서 B.S.를 Syracuse 대학의 시민권 및 공공 

업무의 Maxwell 대학에서 공공 행정 인증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지사는 Executive Chamber직위에 다음 4명을 임명하였습니다: 

 

Adam Spence는 주의 경제 개발 기관을 통해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노력의 구현뿐만 아니라 

조정과 주 정부에서 혁신을 가속 추진에 대한 책임을 맡은, 경제 개발 및 혁신을 위해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Executive Chamber에 합류하기 전에, Spence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에서 

START-UP NY을 위한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ESD에 합류하기 전에 Spence 씨는 American 

Capital, Ltd에서 Sponsor Finance의 공동 책임자 및전무 이사였습니다. 그의 경력 초기에, Spence 

씨는 Lend Lease Real Estate Investments와 Berkshire Capital Corporation 함께 했습니다. Spence 씨는 

Harvard 대학에서 역사 A.B.를 받았습니다. 

 

Tamara Dews는 경제 개발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ews 씨는 이전에 부지사의 

사무실과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사무실 (OPWDD)과Executive Chamber에서 일을 했고 

MWBE 프로그램 단위를 위한 이사 대리 및 기관의 Front Door Initiative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 정부에 합류하기 전, Dews는 

Sony Music Entertainment의 비즈니스 및 법무 부분의 관리자였습니다. Tamara는 현재 NYU 

Stern에서 그녀의 경영자 MBA를 완료하는 중입니다. 또한, 그녀는 NYU의 전문 및 평생 연구 

대학원에서 지적 재산권 법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Mount Holyoke 대학에서 역사 및 정치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ara Allen은 에너지 차관보의 역할에 임명되었습니다. Allen 씨는 이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무 이사로 역임하였고 하원의원 Paul Tonko (NY-20), Steve Israel (NY-03)과 Gerry Connolly (VA-

11)이 주도한 하원 의원의 57 회원간부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Vanderbilt 대학을 위한 

연방 담당 부국장과 하원 의원 Jim Cooper (TN-05.)를 위한 환경 보자관이었습니다. Allen 씨는 Johns 

Hopkins 대학과 Vanderbilt 대학에서 석사 및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Peter Walke는 환경을 위한 차관보에 임명되었습니다. 엠파이어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미 해군에서 정보 장교로 9년간 

복무하였습니다. Peter씨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일에 두 차례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Williams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와 Colorado Springs의 Colorado 대학에서 응용 

지리 M.A.를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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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는 주 기관에 다음 13명을 임명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Lourdes Zapata는 이전에 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를 위한 커뮤니티 

및 경제 개발의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소수 및 여성의 비즈니스 개발 부서에 전무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뉴욕 Newburgh 시에서 도시 계획 및 개발의 부자을 

역임했습니다. Zapata 씨는 Hood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New York University의 Robert F. Wagner 

공공사업대학원에서 M.P.A.를 취득했습니다. 

 

Nicole Stent는 소수 및 여성 소유 비즈니스 기업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전에는 Bronx 

Community Board 8의 지역 매니저와 NYC Health & Hospitals Corporation, 기업 기획 부문, 지역 사회 

건강 및 정부간 업무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Dartmouth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Howard 대학의 

법학 대학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Carey Gabay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구성 제품 보조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Jones Days에서 은행 및 금융 보조, 2011부터 주지사에게 법률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수석 부 변호인에 임명되었습니다. Gabay 씨는 Harvard 대학에서 B.A.를 Harvard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Jackie Snyder는 인프라에 대한 특별 고문에 임명되었습니다.2002년부터 2003년까지 뉴욕 시 

발전을 위한 시장 기금에서 대표 대행을 맡았고 Bloomberg 시장 하에서 행정부의 부시장의 고문 

역할을 맡았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 시에서 공공 디자인 위원회의 전무 이사로 

역임했습니다. Snyder 씨는 Brown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inda Sun은 글로벌 뉴욕 무역 관리자에 임명되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할 

것이며 주지사 사무실에서 아시아 공익 이사로의 역할도 지속할 것입니다. Sun 씨는 

이전에 하원 의원 Grace Meng의 2012년 의회 켐페인을 위한 운영 이사와 Queens 지역 

대표를 맡았으며, 뉴욕 주 위원회원 Grace Meng의 참모 총장 및 뉴욕 주 의회를 위한 Grace 

Meng의 캠페인 매니저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Barnard 대학, Columbia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Columbia 교육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동아동아동아동 및및및및 가족가족가족가족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Suzanne Miles은 법무 및 법률 고문에 대한 부국장에 임명되었으며 이전에 뉴욕시 

교육청에서 전략 기획 담당 수석 준 법률 고문을 역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Baker Botts, LLP, LeBoeuf, Lamb, Greene & MacRae, LLP에서 Associate 였습니다. Miles 

씨는 SUNY Buffalo에서 학사 학위를 Fordham 대학 법학 대학에서 J.D.를 취득하였으며 

6번째 순회 항소 법원의 미국의 Eric L. Clay 판사의 사법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주택주택주택주택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갱신갱신갱신갱신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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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e Marshall은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국장에 임명되었으며 이전에 뉴욕 시 

주택 개발공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으로 역임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 시 주택 보존 및 개발에서 부국장으로 역임하였습니다. 도시와 주 정부에서 그녀의 

폭 넓은 경험과 더불어, 그녀는 내부와 외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계획을 

구현하고 생성하는 개인 및 비영리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Marshall 씨는 Brown 대학에서 

생물학 A.B.를 취득했습니다. 
 

임시임시임시임시 및및및및 장애지원장애지원장애지원장애지원 담당실담당실담당실담당실 
 

Sharon Devine은 Executive Deputy Commissioner에 임명되었습니다.이전에 행정부를 위한 

Deputy Commissioner를 역임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뉴욕 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갱신의 전문 

서비스실에서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Devine 씨는 California 대학에서 B.A.를 Atlanta 

대학에서 M.P.A를 취득했습니다.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 
 

Kevin Wisely는 필드 운영을 위한 비상 관리실 부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Onondaga 카운티의 비상 관리 위원을 역임하였고 30년 이상의 비상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Wisely 씨는 Oswego 주립 대학에서 B.S.를 Lemoyne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현재 Fredrick Community 대학에서 응용 과학 비상 경영 

학위 프로그램의 준학위에 등록되어있습니다.  
 

Frank Hoare는 법률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이전에 검찰 총장을 위한 법무 차관 및 지역 

총무를 위한 법률 고문으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SUNY Albany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Albany 연합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고고고고속도로청속도로청속도로청속도로청 
 

Matthew Howard는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 임명되었으며 이전에는 주 하원 세입 세출 

위원회에서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Springfield 대학에서 B.S.를 Cornell 대학에서 

M.P.A.를 취득했습니다.  
 

환경환경환경환경 시설시설시설시설 공사공사공사공사 
 

Suzanne Beddoe는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이전에는 전무 이사로 

일하였고 후에 뉴욕 시 관리 재팜 및 심의실의 위원으로 2008년부터 일했습니다. 그녀는 

Yale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와 Columbia 법과 대학에서 J.D.를 취득하였습니다.  
 

 

 



Korean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Melissa R. Quesada, 주지사의 실업 봉사 활동, 주지사의 실업 파업 포스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이전에는 뉴욕 시 법률 부서에서 Special Associate를 역임하였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Hofstra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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