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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과감한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팀을 다음과 같이 주정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무상등록금 대학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대담한 인프라 어젠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정부는 모든 이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대처함에 있어 전례없는 성공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를 통해 우리의 팀을 강화하고 뉴욕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우리의 업적을 구축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능을 채택하게 됩니다.”
Melissa DeRosa 씨는 주지사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정부를 떠난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Bill Mulrow 씨의 뒤를 잇게 됩니다.
2013 년 4 월부터 DeRosa 씨 공보 담당관, 전략 고문관 등의 직무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주지사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재임 기간 중 DeRosa 씨는 공무 집행실
및 50 곳이 넘는 주정부 기관, 정치 업무, 노사 관계, 정책 입안을 위한 주정부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연락과 언론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하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제정하며, 가장
최근에 뉴욕주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공립 대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드는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을
신설하기 위한 주지사의 캠페인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주지사실에 합류하기 전에
DeRosa 씨는 검찰총장실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수석 부보좌관과 수석 보좌관
대행으로 근무했습니다. DeRosa 씨는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처방 약품 개혁 패키지인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과잉 처방 추적법 (Internet System for Tracking Over-Prescribing
Act, I-STOP)을 협상하고 통과시키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위해 근무하기
전에 DeRosa 씨는 Obama 대통령의 국가 정치 활동 기구인 미국을 위한 조직
(Organizing for America, OFA)의 뉴욕주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조직
(OFA) 단체에 합류하기 전에 DeRosa 씨는 올버니에 소재한 정부업무 기관인 코도 앤드
컴퍼니 (Cordo and Company)에서 공보 및 법률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Tracey Brooks 하원의원 선거 사무장, Nydia Velazquez 하원의원의 부대변인, 2005 년의
성공적인 뉴욕주 교통 채권법 캠페인 (NY State Transportation Bond Act Campaign)의
부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산업 노사

관계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의 여성 리더십 포럼 네트워크
(Women’s Leadership Forum Network) 집행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DeRosa 씨는 주지사 비서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Jill DesRosiers 씨는 주지사의 집행 부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2 년부터,
DesRosiers 씨는 집행 업무 담당 부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그 이전에는 주지사의 일정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DesRosiers 씨는 정부 사무실간의 업무, 일정 및 운영, 지역
및 유권자 관리국, 특별 행사 및 업무관련 약속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DesRosiers 씨는
수년간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의 요직에서 근무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시스템 공학 (Systems Engineering) 학위를 받은
DesRosiers 씨는 Gifford Miller 원내대표 및 Christine Quinn 원내대표들 밑에서 12 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 활동 및 회원 서비스 등 뉴욕시 의회 (New York City Council)의
중요한 직책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 유권자 문제를 위한 최초의 컴퓨터 추적
시스템인 CouncilStat 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주에서 수십 건이 넘는
캠페인에 대한 캠페인 책임자, 현장 감독, GOTV 감독 등의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Adam Zurofsky 씨는 에너지 및 금융 서비스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Zurofsky 씨는 뉴욕시의 비즈니스 관리 컨설팅 기업인 터치스톤 메트릭스 유한회사
(Touchstone Metrics, LLC)의 창립자 겸 사장으로 근무한 후 주정부의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카힐 고돈 앤드 레인델 유한회사 (Cahill Gordon &
Reindell LLP)의 파트너로 근무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규제, 거버넌스, 소송 관련
문제에 대해 기업과 이사회 등에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Zurofsky 씨는 포드햄
로스쿨 (Fordham Law School)에서 비상근 외래교수로 가르치고 프로그램 리더로
근무했으며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거버넌스 연구 리더십 위원회
(Governance Studies Leadership Council)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정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Michael Schmidt 씨는 경제 개발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chmidt 씨는 이전에
힐러리 대통령후보 선거운동 (Hillary for America campaign) 당시 Hillary Clinton 의 정책
고문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금융규제, 무역, 인프라, 주택, 중소기업,
경제 개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경제 어젠다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이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월 스트리트
규제 강화를위한 Obama 행정부의 노력을지원했던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국내금융사무국 (Office of Domestic Finance)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Schmidt 씨는 예일투자사무국 (Yale Investments Office)의 선임 재무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 (Yale)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li Chaudhry 씨는 경제 개발 담당 차관을 역임한 후 교통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2 년간 Cuomo 주지사의 교통 및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법률고문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라구아디아 공항 (LaGuardia Airport) 재개발, 새로운

타판지 브리지 (Tappan Zee Bridge), 세컨 애비뉴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본 계획(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Capital
Plan), 주립 교통부 자본 계획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Capital Plan),
엠파이어 스테이션 컴플렉스 (Empire Station Complex), 광대역 프로그램 (Broadband
Initiative), 자비츠 컨벤션 센터 (Javits Convention Center)의 확장 등을 포함한 우선 자본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Chaudhry 씨는 또한 대안 프로젝트 송출 조달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의 다양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공무 집행실에 합류하기 전에 Chaudhry 씨는 3 년동안 여러 입법위원회에서 법률
고문직을 수행하며 뉴욕주 상원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공직에 합류하기
전에 Chaudhry 씨는 고용 문제에 주력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민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Adam W. Silverman 씨는 공공 안전을 위한 주지사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Silverman 씨는 뉴욕주 교정감독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 윤리, 위험, 준수 담당
커미셔너의 특별 고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국제 법률 사무소의 소송
부서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소유주에서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고객을 대상으로 복잡한 정부 관련 문제 및 상업적인
문제에 관한 직책을 맡아 주력했습니다. Silverman 씨는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실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에서 주 및 연방 법원 양쪽 모두에서 주정부 및
주정부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올버니 로스쿨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형사 행정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anisha Edwards 씨는 조세 및 금융을 담당하는 주지사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부에서 십년이상 법률 경험을 가지고 재직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녀는 뉴욕시의 예산과 관련된 입법행위와 법률 및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
의장, 재무위원회 (Finance Committee) 위원장, 시의회 의원들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뉴욕시 의회 (New York City Council)의 재무 부서에서 수석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재무부서 (Finance Division)의 수석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재무위원회 (Finance
Committee)의 변호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시의회 (City Council)에서 일하기 전에는
뉴욕시 감사관실 (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mptroller)에서 입법 법률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러트거즈 대학교 로스쿨 (Rutgers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시러큐스 대학교 (Syracuse University)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ajiv Shah 씨는 선임 환경 정책 고문으로 재직한 후 환경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공무 집행실에 합류하기 전에, Shah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특별
연구원으로 뉴욕주 환경보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합류했으며 커미셔너의 특별 보좌관이자 총무집행국 (Bureau of
General Enforcement)의 법률고문직을 겸임했습니다. DEC 에서 근무하기 전에
Shah 씨는 뉴욕주 검찰총장실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서 검찰
총장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또한 킹스 카운티 민사 법원 Eileen Nadelson 판사

및 남부지구의 미국 연방 지방 법원 Laura Taylor Swain 판사의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Shah 씨는 포드햄 대학교 (Fordham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egan Baldwin 씨는 보건부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Baldwin 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주 상원 재정위원회 (New York State 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 그녀가 상원
다수당을 대표하여 예산 협상을 이끈 공화당 콘퍼런스를 위한 수석 분석가 직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등을 위한 예산 제안에 관한 연구 및 권장 사항을 상원 다수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민주당
콘퍼런스를 위한 수석 분석가 겸 분석 보좌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주
감사관실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Comptroller)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로체스터 공과 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브록포트 칼리지 (SUNY College at Brockport)에서
경영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Natacha Carbajal-Evangelista 씨는 노동 및 인력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CarbajalEvangelista 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의 윤리, 위험, 준법을 위한 특별 법률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Carbajal-Evangelista 씨는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 유한회사 (Baker & Hostetler
LLP)의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 남부 및 동부 지구의 미국 파산 법원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s)의 법관 법률서기로 근무했습니다. CarbajalEvangelista 씨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로 그녀의
정의감 (Her Justice)에 대한 2015 년의 John Geiger 상과 브루클린 변호사협회
(Brooklyn Bar Association)의 자원 봉사 변호사 프로젝트 및 T.D. Bank 의 2013 년 정의
챔피언 (Champion of Justice)상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의 산업 및 노사 관계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포드햄
대학교 (Fordham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aniel Fuller 씨는 교육 정책 고문으로 근무한 후 교육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Fuller 씨는 학교 공동체 (Communities in Schools)의 입법 관계 담당 부대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감독 및 교과 과정 개발 협회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에서 공공 정책 이사 직무를 맡았고 그
이전에는 전국 학교 위원회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소속 연방 프로그램
감독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Fuller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 플래츠버그 (SUNY
Plattsburgh)에서 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eter Olmsted 씨는 뉴욕주 공익사업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의 전략적 업무 책임자로 근무한 후 에너지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과 지역 온실가스 대처 프로그램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의
실행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졌습니다. 뉴욕주 공익사업부 (DPS)에서

근무하기 전에 Olmsted 씨는 태양광에 투표하기 (Vote Solar) 프로그램의 이스트 코스트
지역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델라웨어주 상원의 다수당 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Olmsted 씨는 델라웨어 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고, 스키드모어 칼리지에서 (Skidmore College)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bbey Fashouer 씨는 제 1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ashouer 씨는 가장 최근에
부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Jeff Klein 뉴욕주 상원의원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Fashouer 씨는 또한 머큐리 유한회사 (Mercury, LL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부문 양쪽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들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Fashouer 씨는 또한 뉴저지의 Sweeney, Burzichelli, Riley 선거운동 및
Quinn 을 위한 뉴욕 시장 선거 운동 현장 주최자로 일하는 등 주 및 지역 선거운동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SUNY Alban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obyn Ryan 씨는 특별 프로젝트 운영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Ryan 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주 변호사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의 행정 서비스
법률고문으로 근무한 뛰어난 기량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작가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워싱턴 DC 에 있는 스텝토 앤드 존슨 (Steptoe & Johnson)의 개인 소송 변호사로 일한 후
미국 연방 법원 판사 Peter J. Messitte 의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Ryan 씨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력을 쌓았고 타임즈 헤럴드 레코드 (Times Herald Record)의
기자로 일했으며 프리랜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조지 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바너드 칼리지
(Barnar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drew Ball 씨는 정부간 업무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Ball 씨는
주지사의 일정 책임자 및 기밀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Ball 씨는 2011 년에 입법 및
정부간 업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Cuomo 주정부에 합류하여 선거구 유권자 문제를
해결하고 의원들과 주정부 기관들 사이의 조율을 촉진하는 지역의 선출직 관리와 주정부
사이의 연락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태생인 Ball 씨는 2010 년에 시러큐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Chelsea Muller 씨는 선임 프로그램 관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Muller 씨는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주지사의 폭풍 복구 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에서 근무한 후 공무 집행실에 합류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녀는 뉴욕
부흥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출범시키고 해당 기관의 지역사회 개발 및 계획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을 도왔습니다.
주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허리케인 샌디 (Hurricane Sandy) 후에 뉴욕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전념한 비영리 단체인 함께 뉴욕시 재건 (Rebuilding Together
NYC) 프로그램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메드포드 오레곤의 KDRV-TV 의
앵커, 리포터, 제작자였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Las Vegas)의 KVBC-TV 협력
제작자였습니다. 그녀는 네바다 대학교 (University of Nevada)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홍보학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Casey Kuklick 씨는 선임 에너지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Kuklick 씨는 2014 년
이후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및 금융국에서 근무했고 가장 최근에는 정책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그 이전에는 인프라 및 도시 정책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주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미국의 독일 마샬 기금 (German Marshall Fund)을 위한 도시 및 지역 정책
프로그램 (Urban and Regional Policy Program)을 위한 프로그램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Scott M. Stringer 맨해튼 자치구 대표 사무실(Office of Manhattan
Borough President), Charles E. Schumer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 필라델피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장 사무실 등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 공공 정책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서 도시 정책과 고급 정책 및 경제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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