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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에 참신한 재능과 검증된 경험을 크게 

추가하는 일련의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20여명의 남녀가 모든 뉴욕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담한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공공 복무에 풍부한 지식, 경험과 헌신을 가져와 이 주정부가 모든 

뉴욕주민들을 섬기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행정부에 이러한 신규 추가를 환영하여 자랑스러우며 함께 협력하여 우리 위대한 주를 

전진시키기를 고대합니다.”  
 

Kevin John Bishop은 주지사의 법률고문보로 선임되었습니다. Bishop씨는 이전에 

Condon & Forsyth, LLP에서 6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주요 기업들을 위한 연방 및 주 

업무를 포함한 상업 소송을 감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Bishop씨는 British 

Airways, PLC에 파견근무하면서 기업 지배의 모든 측면에서 회사 리더들에게 자문하고, 

규제 준수를 감독하며, 계약을 협상하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소송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Bishop씨는 Chapel Hill 소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법률고문보였고 McDermott Will & Emery, LLP의 변호사였습니다. Bishop씨는 Chapel 

Hill 소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J.D.를, 듀크대학교에서 M.P.P.를, 

보스톤대학교에서 B.S.와 M.S.를 취득하였습니다. 
 

David Perino는 입법 문제에 치중하는 주지사 법률고문보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Perino씨는 뉴욕주 입법 기초 위원회의 특별 법률고문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는 Watervliet시 특별검사였습니다. Perino씨는 또한 Cohoes시 기업상담실 

기업상담보로서 뉴욕주 항소부 제3과를 위해 지정된 상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유니온대학교 올버니 로스쿨에서 J.D.와 카네기멜론대학교 화공과에서 B.S.를 

취득하였습니다.  
 

Terrance Pratt은 교육 문제에 치중하는 주지사 법률고문보로 선임되었습니다. 

Pratt씨는 이전에 뉴욕주 교육감 협의회의 정부 관계 담당 이사보로 봉직하였습니다. 

또한 Pratt씨는Malkin & Ross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광범위한 중요 정책 문제에서 

다양한 의뢰인 그룹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Pratt씨는 전 뉴욕주 

하원의원 Pete Grannis 및 하원 보험위원회의 법률고문으로 봉직하였습니다. 2007년에 

Pratt씨는 뉴욕주 환경보전부의 법률고문보로 봉직하였습니다. Pratt씨는 올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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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 J.D.와 몬마우스대학교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Rosemary J. Powers는 뉴욕주 프로그램 운영 담당 부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Powers씨는 이전에 뉴욕주 교통부의 최고운영책임자로 봉직하면서 지역별 사무소 기능, 

모든 전주적 기업 서비스 이니셔티브와 통행권실을 담당하였습니다. Powers씨는 

Massachusetts의 Deval Patrick 주지사실 부참모장을 포함하여 주 및 지역 정부에서 

다양한 직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 직위에서 Powers씨는 Patrick 지사의 선임 

전략가로서 그와 Patrick 행정부의 다른 많은 고위 멤버들에게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업적으로는 청소년 및 총기 폭력을 다루기 위한 보건 및 제안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 관련된 획기적 법안인 교통재정개혁법의 제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Powers씨는 Massachusetts 환경보호부의 참모장 및 보전휴양부의 정부 업무 담당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Powers씨는 서포크대학교에서 B.A.를 그리고 Harvard의 John 

F. Kennedy 행정대학원에서 M.P.A.를 취득하였습니다. 
 

Brenda Torres는 환경 담당 서기보로 선임되었습니다. Torres씨는 가장 최근에 

푸에르토리코 연방업무행정을 위한 미국 북동지역 사무소의 소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Torres씨는 3주 지역에 거주하는 300여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율하였으며; 인프라, 보건 및 경제 개발 관련 문제에서 

연방, 주 및 지역 정부 앞에서 푸에르토리코 자치주를 대표하였습니다. 또한 Torres씨는 

El Puente의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2건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개발을 

도왔습니다. 그 이전에 Torres씨는 캘리포니아의 Santa Clara Valley Audubon Society및 

푸에르토리코의 San Juan Bay 국가 하구 프로그램의 집행이사였습니다. Torres씨는 

LEED AP이며 예일대학교 환경관리학 석사입니다. 그녀는 또한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 리더를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푸에르토리코대학교에서 환경학 B.S.를 마쳤습니다. 
 

Andrew Ball 은 Cuomo 지사를 위한 스케줄 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서 Ball씨는 

주지사의 대외비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지사의 출장 및 스케줄의 많은 측면을 

조율하였고 전주적 공공 행사를 위한 물류 작업을 관리하고 추진하였습니다. Ball씨는 

2011년에 입법 및 정부간 업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Cuomo 행정부에 들어와 지역의 

선출직 관리와 본 행정부 사이의 연락관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 유권자 문제를 해결하고 

의원들과 주정부 기관들 사이의 조율을 촉진하였습니다. Long Island 태생인 Ball씨는 

2010년에 시라큐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Reid Sims는 Executive Chamber 운영 담당 부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Sims씨는 그 

전에  뉴욕주Executive Chamber의 운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주지사를 위한 추진과 

행사 운영을 감독하였습니다. Sims씨는 이전에 Cuomo 지사의 2010년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였습니다. Sims씨는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 학사입니다. 
 

Camille Joseph Varlack은 Executive Chamber의 윤리, 리스크 및 준법 담당 부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최근까지 Varlack씨는 금융서비스부 부장의 윤리, 리스크 및 준법 담당 

특별고문이었습니다. Varlack씨는 새 역할에서 주의 최고리스크책임자와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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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전주적 윤리, 리스크 및 준법 프로그램을 기관들 및 청들에 걸쳐 조율할 

것입니다. 그녀는 금융서비스부 부장에게 계속 직접 자문할 것입니다. Varlack씨는 

이전에 뉴욕주 대법원의 법률서기 및 AXA Financial, Inc.의 부사장보 겸 법률고문으로 

봉직하였습니다. 또한 Varlack씨는 Kings 카운티 지방검사실 지방검사보, News 

Corporation의 법무부에서 법률 어시스턴트 및 뉴욕주 검찰총장의 수사 보좌관으로도 

봉직하였습니다. Varlack씨는 Buffalo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B.A.를,  

브룩클린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하였습니다. 
 

Kevin Amien Younis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Younis씨는 ESD에서 지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공정책, 기획 및 

인센티브 담당 수석부총재; 정부 업무 및 지역별 총재 담당 선임부총재; 정부간 및 입법부 

업무 담당 부총재; 주 입법부 업무 담당 이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위직에서 

봉직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Younis씨는 공무원협회의 정책 담당 이사 및 전 뉴욕주 

하원의원 David Koon의 참모장이었습니다. Younis씨는 Harvard University에서 노조 

관리 및 리더십 이수증, Nelson A. Rockefeller 공공업무정책대학에서 M.P.A. 및 SUNY 

Cortland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Maria Lehman은 뉴욕주 고속도로청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고속도로청의 정비 및 운영 담당 임시이사입니다. 고속도로청에 있는 동안 Lehman씨는 

뉴욕주를 위한 Peace Bridge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로, Hudson강의 신설 New York 

Bridge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프로젝트 통제 담당 프로젝트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주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Lehman씨는 Bergmann Associates의 교통 담당 부총재 겸 기업 

부문 리드였고, URS Corporation의 품질보증 담당 전사이사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주 Erie 카운티의 토목공사 담당 커미셔너로 봉직하였습니다. Lehman씨는 SUNY 

Buffalo에서 토목공학 B.S.를 취득하였고 여러 주에서 면허를 딴 전문 엔지니어입니다. 
 

Lindsey Boylan은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앞서 사업 개발 담당 부총재로 

봉직한 후에 참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SD에서 근무하기 전에 Boylan씨는 RBC 

Capital Markets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Bryant Park Corporation에서 

비즈니스 담당 이사, 운영 담당 준이사 및 운영 관리자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Boylan씨는 기획 및 컨설팅 회사인 Alex Garvin & Associates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도 

봉직하였습니다. Boylan씨는 컬럼비아대학교의 M.B.A와 Wellesley College의 정치학 

B.A.를 취득하였습니다. 
 

Richard J. Zahnleuter는 뉴욕주 보건부의 법률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법률고문 대행으로 봉직하였습니다. Zahnleuter씨는 보건부에서 지난 15년에 

걸쳐 소송과 과장 및 전문의학수행과 부고문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Zahnleuter씨는 1989년과 1999년 사이에는 민간 부문의 재판 변호사였으며, Mario 

Cuomo 지사의 특별고문으로 4년간 봉직하였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보건부의 

변호사였습니다. Zahnleuter씨는 올버니 로스쿨의 J.D.와 SUNY 환경과학대학 생물학과 

및 시라큐스대학교 임학과의B.S.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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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 M. Hunter는 앞서 뉴욕주 고속도로청 임시 이사로 봉직한 후에 참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Hunter씨는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생과에서 재무행정 담당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Hunter씨는 뱅킹, 투자 및 결제 프로세스, 계약 및 

구매 기능, 연방 및 주 보고 요건과 규제 준수를 감독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Hunter씨는 

Housing Finance Agency의 업스테이트 지역 이사로 근무하였고 뉴욕주 예산과의 예산 

검사관이었습니다. Hunter씨는 SUNY Albany에서 M.B.A.를, Urbana-Champaign 소재 

일리노이대학교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Stephanie Davis는 가정지역사회갱생과의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커미셔너로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 이래 Davis씨는 Excellus BlueCross BlueShield에서 

근무하면서 Utica 지역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담당 지역 부총재 및 Southern Tier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로서의 직위들을 보유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그녀는 뉴욕주 상원을 위해 일하는 여러 역할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녀는 광역 Utica 

상공회의소 정부 업무 및 경제개발 협의회의 전 의장이고 Union College에서 정치학 

B.A.를 취득하였습니다.  
 

Janet Ho 는 뉴욕주 자동차과 부커미셔너로 선임되었습니다. Ho씨는 가장 최근에  

Cuomo 지사를 위한 교통 담당 서기보로 봉직하였습니다. Executive Chamber에서 

근무하기 전에 Ho씨는 뉴욕주 상원 금융위원회의 예산 연구 담당 부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교통, 환경, 경제개발, 에너지 및 주택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뉴욕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선임 입법 예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MPA, 그리고 U.C. Irvine에서 심리학 B.A.뿐만 아니라 

범죄학, 법학 및 사회학의 B.A.를 취득하였습니다.  
 

Maria Knirk는 뉴욕주 농업시장부의 부커미셔너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에서 

연방 정책 담당 특별 보좌관 및 커미셔너보 등 여러 직함을 거쳤습니다. 뉴욕주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Knirk씨는 Delaware주 농업부에서 규제 정책 애널리스트로 

봉직하였습니다. Knirk씨는 이전에 Varnum Attorneys at Law에서 재판연구원, 

Southwestern Michigan College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녀는 Ferris State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학 B.A. 그리고 B.B.A. 및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Michigan State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J.D.를 취득하였습니다.  
 

Raymond LaMarco는 뉴욕주 교통부의 행정 서비스 담당 커미셔너보로 

선임되었습니다. LaMarco씨는 33년 이상 뉴욕주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교통부에서 인적자원 관리 및 직원 관계 담당 이사 등 여러 직위를 거쳤습니다. 그는 

그 전에는 NYS 아동가족실의 노동 관계 담당 이사 및 NYS 알코올약물남용실의 

인적자원 관리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는 Nyack College에서 조직관리학 B.S., Herkimer 

Community College에서 건축기술학 A.A.S. 학위, Cornell University에서 직업 보건 안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Thomas A. Pohl은 뉴욕주 총무실 부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Pohl씨는 OGS에서 

4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그전에는 Legal Services의 변호사로 봉직하였습니다. 이 



Korean 

역할에서 Pohl씨는 공공정책 개발 및 소송 및 방어의 관리를 포함하여 뉴욕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선임 참모와 협력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Pohl씨는 OGS 토지활용과의 

부동산 담당 선임 변호사 및 OGS 토지처분과의 변호사로 봉직하였습니다. 

Pohl씨는올버니 로스쿨에서 J.D.와 Siena College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  
 

Patrick Meredith는 교통부의 뉴욕주 서부 지역 담당 커미셔너보로 선임되었습니다. 

Meredith씨는 공공 부문에서 도로, 공원, 우수 및 하수 시스템을 포함한 자본 개선 

프로젝트의 관리 및 공사를 감독해온 약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Meredith씨는 

이전에 Irondequoit 타운의 공공 사업 담당 커미셔너로 봉직하였고 그전에는 이 타운의 

부커미셔너였습니다. 과거에 Meredith씨는 자신의 건축회사를 소유하였고 Penfield 

타운의 엔지니어보로 봉직하였습니다. Meredith씨는 뉴욕주립대학교 Alfred State 

College에서 A.O.S.를 취득하였습니다.  
 

John J. McCarthy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기관 운영 및 이니셔티브 담당 특별 

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앞서 언론 담당 부서기로 봉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McCarthy씨는 Everytown for Gun Safety의 선임고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뉴욕시 

경찰서의 공공 정보 담당 부커미셔너로 봉직하였습니다. 또한 McCarthy씨는 Bloomberg 

시장 밑에서 공공 안전 담당 선임고문 및 언론 담당 부서기 등 여러 직위를 

보유하였습니다. McCarthy씨는 이전에 뉴욕뉴저지항만청, 뉴욕주 향토안보실 및 연방 

총무청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Fordham University에서 J.D.와 

B.A.를 취득하였습니다.  
 

John McKay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및 마케팅 담당 

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McKay씨는 가장 최근에는 뉴욕시 회계관실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NBC Universal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McKay씨는 Sony Music Entertainment/SONY BMG에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언론 관계 담당 부사장,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이사 및 편집 

서비스 담당 이사 등 다수의 역할을 거쳤습니다. McKay씨는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학 B.A.를 취득하였고 종교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Kelli Owens는 뉴욕주 아동가족실의 입법 코디네이터로 선임되었습니다. Owens씨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0여년 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뉴욕주 

Planned Parenthood Advocates의 원내 로비이스트로서 외부 업무 담당 부총재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Owens씨는 북동 지역의 YWCA들을 위한 정부 관계 및 

공공정책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뉴욕주, 코네티컷주, 매스추세츠주 및 뉴저지주를 위한 

입법 및 언론 업무를 감독하였습니다. Owens씨는 Syracuse University의 Utica 

College에서 정치학 B.A.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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