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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과감한 의제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행정부 팀원들을 아래와 같이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중산층의 사기를 올리고 모든
뉴욕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감한 의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우리 행정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능들을
가져다줄 것이며 그들과 함께 뉴욕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됩니다.”
국장(Chief of Staff)에는 Maria Comella 가 임명되었습니다. Comella 씨는 화제의
캠페인에 대한 정교하고 총괄적인 마케팅을 감독하여 정치, 정부 및 사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리더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데 15 년간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고위급 관원들과 협력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0 년부터 Comella 씨는 뉴저지 주지사 Chris Christie 행정부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기획부장으로 있으며 Christie 의 공식 대선 공약에 대한 선전부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밖에 Comella 씨는 2004 년 George W. Bush 의 대통령 재선 캠페인과
2008 년 뉴욕시장 Rudy Giuliani 와 상원의원 John McCain 의 캠페인에서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권조직(Human Rights First, FRH), 포드 자동차회사(Ford
Motor Company)와 같은 최고의 회사와 비영리 단체의 고문과 수질오염 문제 캠페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Comella 씨는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을
나왔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커미셔너에는 Roger Parrino 가 임명되었습니다. Parrino 씨는 법률집행과
공공안전 분야에서 30 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며 지휘관(Commanding Officer),
형사반(Detective Squad)으로 승진하고 인질 협상가(Hostage Negotiator)로 활동한 뉴욕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에서는 20 여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Parrino 씨는
가장 최근에 국가 안보, 대테러작전, 법 집행, 위기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의 수석 고문(Senior Counselor)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Parrino 씨는 대테러작전(Counterterrorism)의 수석 정책 고문과
정보와 분석(Intelligence and Analysis) 차관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Parrino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SUNY Albany)에서 학사 학위(B.A.)를 받았습니다.
게임부 부장(Deputy Secretary for Gaming)으로는 Robert Williams 가 임명되었습니다.
Williams 씨는 최근까지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의
상무이사를 맡았었습니다. 그전에 Williams 씨는 뉴욕주 레이싱과 도박 위원회(New York
State Racing and Wagering Board)의 법률 고문과 뉴욕 로또부(New York Lottery)
부장대리로 근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주 독점판매 감독위원회(New York State
Franchise Oversight Board) 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Williams 씨는 또한 이전에
행정부(Executive Chamber)의 특수 법률 고문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Williams 씨는 이전에 뉴욕주 카지노 게임장의 전담반의 법률고문과 뉴욕주 미래 레이싱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ttee on the Future of Racing)의 상무이사로도
근무하였습니다. Williams 씨는 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을 다녔었고
데이턴대학(University of Dayton)과 피츠버그 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을
졸업하였습니다.
뉴욕주 정보기술 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의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에는 Robert H. Samson 이 임명되었습니다.
Samson 씨는 이전에 IBM 에서 36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전 세계 시스템과
기술 그룹(Worldwide Systems and Technology Group)의 부회장과 IBM 의 글로벌
공공부문(Global Public Sector)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Samson 씨는
Government VAR 잡지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기술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100 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뉴욕주립대학교 기술센터 자문 위원회(SUNY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 Advisory Board)와 뉴욕주 정부 예산과 효율
위원회(New York State SAGE Commission) 위원입니다. Samson 씨는 뉴욕주립대학
플래츠버그(SUNY Plattsburgh)를 졸업하였습니다.
여성부(Women's Affairs) 장관에는 Kelli Owens 가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Kelli
Owens 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입법부
조정관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번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Owens 씨는 뉴욕주 가족계획
지지/출산계획 지지 사무실의 대외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녀는 의회 보좌관으로
있다가 하원의원 Sherwood Boehlert 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Owens 씨는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부(Office of the Oneida County Executive)의 복지부(Human
Services) 조정관과 뉴욕주 상원의원 Raymond Meier 의 집행관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산하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의 지역 관리자로도 근무하였습니다. Owens 씨는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유티카 대학원(Utica College)으로부터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러큐스 대학의 맥스웰학교(Maxwell School)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부 연설문 작성자에는 Noah Rayman 이 임명되었습니다. Rayman 는 가장 최근에
미국 정부 대외원조 기관인 밀레니엄 챌런지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CEO 의 연설문 작성자였습니다. 그전에는 타임지(TIME Magazine)에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Rayman 씨는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News),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 및 중동(Middle East)의 지역신문사에서 작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하버드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이라는 학교 신문사의 보조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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