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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주정부 공약에 대한 주요 목록 발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수십여 명의 개인들은 과거의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합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xecutive Chamber 및 당국에 대한 자신의 주정부에
새롭고 검증된 경험 많은 주요인원의 충원을 의미하는 24건 이상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춘 숙련된 남성과 여성은 모든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뉴욕주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대담한 의제를 내기 위해 주정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지사 “새해부터 주정부는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번영하는 뉴욕을
건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의부터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담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숙련된 이 남성과 여성들은 모든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당국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민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봉사하기 이들 모두와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지사의 최신 공약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Melissa DeRosa는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DeRosa는 연락 이사를
역임했고 최근에는 '전략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DeRosa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Executive Chamber 및 50여 개 당국에 걸쳐 연락 및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통해 그녀의 경력에는 연락이
포함되겠지만 그 밖에도 법적 문제, 정치, 노동, 정책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도
추가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서 수석 부보좌관과 수석
보조관 대행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처방 약품 개혁
패키지 I-STOP(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과잉 처방 추적 법률)을 협상하고 통과시키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청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정치 활동
기구인 미국을 위한 조직(Organizing for America)의 뉴욕주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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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Albany에 소재한 정부업무 기관인 Cordo and Company에서 홍보 및 법률
담당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Tracey Brooks 하원의원 선거 사무장, 하원의원 Nydia
Velazquez의 홍보 비서 대행, 2005년 성공적인 뉴욕주 교통 채권법 캠페인 “찬성표를
던지세요”의 홍보 비서 대행으로 활동했습니다. DeRosa씨는 Cornell University에서
산업 노사 관계학으로 학사학위를,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여성 리더십 포럼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Robert F. Mujica Jr.는 뉴욕주 Division of the Budget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시 회장 국장 겸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로 활동했고 Senate Finance
Committee 사무장을 역임했습니다. 19년 동안 3명의 다수당 원내총무 밑에서 국가에
봉사해 온 Mujica는 국가 예산, 재정 및 정책 문제에 대하여 뉴욕에서 다양한 선출 공무원
및 기타 정부 관리들의 조언을 맡았습니다. 국장으로서 그는 상원 지도부를 대신하여
상원의 정책, 고문 및 연락 등의 활동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상원의 수석
재정 고문인 Senate Finance Committee 사무장으로서 그의 임무로는 상원 다수당에
대한 회계/세무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개발하기 위해 분석가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직무가 포함됩니다. Mujica는 상원소속 주정부, 뉴욕주 당국 및 주
하원과의 연락 담당을 맡았고, 상원 지도부 대신 모든 국가 예산과 정책 협상을 담당하는
리드 협상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부속 Brooklyn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행정 석사 학위를
이수했으며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이수했습니다.
Mujica는 Chancellor의 Executive Committee의 고위 정책 및 프로그램 고문으로
SUNY에 합류한 Mary Beth Labate의 뒤를 이었습니다.
Jill DesRosiers는 행정 운영 담당 사무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정부 간 업무, 예약 및
운영, 국가 및 선거구 업무 기관들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DesRosiers는 15년 동안
뉴욕시와 주당국 정부 및 정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 이후, DesRosiers는 행사,
기자 회견 및 주요 정상 회담 등 주지사 관련 이벤트 물류 및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Cuomo 주지사 일정 주관 이사를 맡았습니다. Operations, Intergovernmental &
Communications 부서와의 캠페인 관련 문제를 계획 및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Systems Engineering 학위를 이수한 DesRosiers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 및 회원 서비스 등 원내대표 Gifford Miller 및 Christine Quinn 밑에서
12년 동안 뉴욕시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시 민원 문제를 위한
최초의 컴퓨터 추적 시스템인 CouncilStat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수십여 건의
캠페인에 대한 캠페인 책임자, 현장 감독 및 GOTV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James Allen은 연락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연락 이사로 임명되기 전 Allen은 브랜드
전략, 통신 및 외부 업무를 감독하는 Mic에서 연락 및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Mic에 합류하기 전, Allen은 당시 Newark 시장 Cory Booker 밑에서 연락 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Delaware 민주당 소속 John Carney 미국 하원의원
밑에서 캠페인 매니저 겸 최고 고문을 역임했고, 2008년 Obama for America 등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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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타 정치 캠페인을 지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Weber
Shandwick의 수석 계정 임원이었습니다. SUNY Albany에서는 수사학과 및
커뮤니케이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뉴욕주 경찰 소속 Major Michael J. Cerretto는 국토 보안 및 비상 서비스 지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속 대테러 담당 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사인 Major Cerretto는 대테러 지부 소속 팀을 지휘하고 뉴욕주
인텔리전스 센터, 주 경찰, 지방 및 연방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Major
Cerretto는 가장 최근 주 및 지방 사법 집행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운영 조정을 조율하는
뉴욕주의 16개 대테러 지역 중 하나를 총괄하는 의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뉴욕주
인텔리전스 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대테러 집행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8년
간 주 경찰을 역임한 전 퇴역군인 해군 출신인 Major Cerretto는 가장 최근 Batavia의
Troop A 부대 사령관이었고, 뉴욕 서부 지역의 8개 카운티에서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Daniel Fuller는 교육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Fuller는 학교
커뮤니티의 입법 관계 담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에서 공공 정책 이사를 맡았고 그 이전에는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소속 연방 프로그램 감독을 역임했었습니다.
Fuller는 SUNY Plattsburgh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Kate Dineen은 환경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Dineen은 가장 최근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풍 Lee, 수퍼태풍 Sandy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복구 프로젝트의
시행을 감독하는 주정부 소속 Storm Recovery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주 정부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의 정책 이사로서, 환경, 에너지,
경제 개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의 생성 및 거래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계획을 평가하는 호주 연방 정부에서 일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모바일 싱크탱크인 BMW Guggenheim 연구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Dineen은 Williams College에서 영어 학사로 우등생으로 졸업했으며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도시 계획 석사를 이수했습니다.
Barbara Williams는 Andrew M Cuomo 주지사 직속 대리 정책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정부에 합류하기 전 Barbara는 미 국무부에서 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Mexico City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대리 문화 대사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무 국가 차관 직속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Barbara는 Lowell 소재 University of Massachusetts를 다니며 정치학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고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Josh Rousseau는 입법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Josh는 가장 최근 주정부 소속
입법 업무 특별 비서를 역임했고, 그 전에는 뉴욕주 Homes & Community Renewal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에서 특별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주
하원의원 비서 대변인 Rhoda S. Jacobs 밑에서 국장 겸 입법/연락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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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는 Plattsburgh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B.S.를 이수했습니다.
Quinn Staudt는 주정부의 기밀 비서 겸 Public Engagement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본직에 임명되기 전 Staudt는 Smoot Tewes Group 소속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GQRR(Greenberg, Quinlan, Rosner, Research) 총장 겸
Republic of Moldova 총재의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Staudt는 또한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olicy 소속 부국장과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소속 공공 연락 담당 등 백악관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
장관 소속 공공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 밖에도 Staudt는
Pennsylvania에서 Obama for America Campaign 담당 현장 부감독을 연임했고, 2년의
캠페인 기간 동안 거의 몇 십여 개의 주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University of
Maryland 정부 및 정치 전공에서 B.S.를 이수했습니다.
Laura Graham은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특별 프로젝트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기 전 그녀는 글로벌 프로그램 수석 고문 겸 Clinton
재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를 역임했습니다. 2001-2009년 사이 Graham은 Bill
Clinton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음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장 겸 Scheduling
& Advance 감독. Graham은 Wagner College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Thomas Berkman은 현재 자신이 법무팀장으로 활동 중인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소속 부국장 겸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환경
보존국에서 근무하기 전 Berkman은 탈세, 증권거래법 위반, 환경 및 보험 청구 등 각종
형사 사건들이 기소되는 뉴욕주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국에서 법무부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 Dorr, LLP에서 보안국장을
역임했고, McGuirewoods, LLP에서는 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 Dorr, LLP에서
송무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Queens 카운티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보조 지방
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Berkman은 Boston College 법대에서 학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이수했고 Tufts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Nikhil Natarajan은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산하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에서 기획, 교육 및 훈련, REP 프로그램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기 전 그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Health Research Inc.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부국장, 부소장, 그리고 전략 국가 비축 코디네이터를 역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합류하기 전 Natarajan은 Ulster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응급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겸 비상
관리 강사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년 간 자원 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했고 다양한
감독 역할 등 수 년 동안 응급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SUNY Empire State
College에서 개인 연구 및 의료서비스 행정을 전공하여 B.P.S.를 이수했고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는 National Preparedness Leadership
Initiative Cer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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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ey Fashouer는 대변인 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Fashouer는 과거 Jeff Klein 주
상원의원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Mercury, LLC. 소속 이사였습니다.
또한 Sweeney, Burzichelli 및 Riley 캠페인과 뉴욕 시장 선거 캠페인 Quinn 담당 현장
책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SUNY Albany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Scott Wyner는 뉴욕주 농업진흥청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기 전
Wyner는 Storch Amini & Munves PC 및 Thelen, LLC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Winick & Rich PC에서 파트너로 활동했고, Demov, Morris, Levin & Hammerling 및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에서 협력자로 활동했습니다. Wyner는 주 및
연방법원에 오르기 전 비즈니스, 상업, 증권, 지적 재산권, 기술 및 건축 분쟁 전문, 민사
소송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관여했습니다. Wyner는 각종 분쟁 해결과 함께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 및 상업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협상 및 분쟁
해결을 가르쳤던 CUNY's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Georgetown University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이수했고, University
of Michigan 일본어 연구 석사학위를 이수했고, Colg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일본어
연구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했습니다.
Sean Hennessey는 Utica, Syracuse 및 Watertown 소속 교통부에서 지역 운영 담당
지원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ennessey는 최근 Buffalo, Syracuse, Utica 및
Watertown에 위치한 주 사무실 건물의 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에서
운영을 감독하는 지역 건물 감독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전에는 Jefferson 카운티 선거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Hennessey는 자신이 건축 설계 및 건설 기술을 연구했던
SUNY Canton에서 졸업했습니다. Hennessey는 최근 장애인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도 NRCIL(Northern Regiona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Boundary Buster”
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Hennessey는 자신이 Echoes of Ireland Radio
Show의 창립자이자, Tri-Village baseball league 감독, 그리고 North Country Goes
Green Irish Festival 주최자인 자랑스러운 커뮤니티 리더입니다.
Thomas L. McIntyre Jr.는 교통부 지역 운영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신이 관리자 겸 상업 운전 면허 강사로 활동했던 South Carolina주
Lexington시 소재 Sage Technical Services에서 재직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IA주 Des
Moines시 소재 TMC에서 공인 교통 도우미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South Carolina
교정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McIntyre는 또한 미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여단 전투
선임하사관, 미 육군 친선 대사 및 탄약 장비 관리 전문가 등 육군에서 여러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New River Community College에서 응용 과학 준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Nathaniel Dorfman은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Whiteman Osterman & Hanna LLP에서 파트너로 재직했습니다. 재직 전 그는
자신이 Executive Chamber 윤리 담당자를 역임한 주정부 소속 법률 고문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Dorfman은 뉴욕 북부 지역 어시스턴트 미국 변호사 및 Tax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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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Trial Section 공판 변호사 미국 법무부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Dorfman은
Harvard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이수했고 Cornell University에서 B.S.를
이수했습니다.
Jonathan S. Fishbein은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소속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여 항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Albany 소재 전 Mediation Matters, Inc. 회장인 그는 숙련된 중재자이자
법원 공인 중재인이기도 합니다. Fishbein은 특별 외부 법률 고문, 집행 자문 위원 및 고충
및 윤리위원회 위원 등 Colorado의 미국 피겨 스케이팅 협회에서 여러 역할을
역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주 항소 법원의 수석 법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Benjamin
N. Cardozo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Fairleigh Dickinson 대학에서 회계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aren Geduldig는 뉴욕주 공공서비스 텔레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근무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뉴욕주 정보 및 기술서비스 사무국에서 법무자문위원과
윤리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보 및 기술서비스 사무국에 임명되기
이전에는, Ms. Geduldig는 뉴욕주 법무검찰청의 인터넷부서에서 부장대행 (2010년
2월에서 2011년 1월)을 포함한 직책들과 법무차관보(2005년 1월에서 2010년 2월)로
근무하였습니다. 뉴욕주 법무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Ms. Geduldig는 McDermott
Will & Emery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녀는 Hofstra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와 Georgy Washington대학에서 정치과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Freeman Klopott는 뉴욕주 건설재정공공분야(Dormitory Authority)의 커뮤니케이션 및
마켓팅 디렉터로서 근무하였습니다. Klopott씨는 Bloomberg 뉴스의 리포터로서 최근에
재직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는 Washington Examiner and the Keene Sentinel사의
리포터로 근무하였습니다. Klopott씨는 Northwestern 대학 Medill 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Washington 대학에서 역사와 미국문화 학사를
수여받았습니다.
Mattew Peluso씨는 차량관리국(DMV)의 윤리, 위험성, 규범 감사부팀의 특별
법률자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전엔, Peluso씨는Albany 카운티 검찰청 부검사로
재정 및 차량 범죄국의 일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 이전엔, 그는 Nixon Peabody LLP의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Peluso씨는 DWI 위반, 차량 폭력, 신분도용, 세금사기, 및
공공지원혜택의 다양한 절도 사건들을 공소해왔습니다. 그는 Rochester시에서
경찰관으로도 재직했습니다. 그는 Albany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Monroe 커뮤니티
대학에서 법률집행 수료증, Union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Eugene Sarfoh는 법률센터의 윤리, 위험 및 준법부서 대표이사의 특별법률자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엔, 그는 McCabe, Collins, McGeough & Fowler 법률회사의
Albany 뉴욕사무소 부장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O’Connor,
O’Conner, Bresee & First, P.C.법률회사에서 사무관으로 9년간 재직하였으며,
Sarfoh씨는 그 이전엔 Albany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중범죄 재판부 지원 변호사와 Alb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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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민선 옹호 사무소의 지원 민선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Sarfoh씨는 미시건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로체스터 대학에서 정치과학과 철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Melissa Greenberg씨는 뉴욕 주 일반서비스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Greenberg씨는 최근에 OGS의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지원, 업무성과관리 및
변화 선도역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뉴욕주의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분과의 예산운영 디렉터로서 근무하였습니다. Greenberg씨는 비즈니스 변혁
선도역과 회계계정과목 및 총계정원장 선도역을 포함한 뉴욕주 전체의
재정시스템(SFS)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KPMG사에서
시니어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Albany대학의 회계정보시스템에서 석사학위와 SUNY
Empire State대학에서 비즈니스, 경영 및 경제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Simone-Marie L.Meeks는 주택 및 커뮤니티 재개발 부서에서 부감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Lord Lipscomb Molly PR Strategies의 교장과 커뮤니티
및 법률 아웃리치 디렉터 및 시니어 정책관을 포함한 뉴욕 의료 아카데미에서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Meek씨는 또한 Queens 대학 커뮤니티 개발의 겸임교수로 그리고
Nassau 카운티 보건국에서 정책 자문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Bronx
Borough President 사무국의 직책과 뉴욕 주 어셈블리 회원 사무국에서의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정책분석 및 경영에 있어서 석사학위를 New School에서
영어 및 미디어 연구 학사 학위를 Fordham 대학에서 수여받았습니다.
John Scicchitano씨는 NYSERDA의 Philanthropic Partnership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Scicchitano씨는 미국 농림부에서 정부의 적시적인 대응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의 기아 추척에 대한 노력을 리드하는 역할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월드비젼 Chad의 내셔널 디렉터로서 근무하였습니다. Scicchitano씨는 또한 미국
국제개발기관인 FEWS NET의 프로그램 매니저 였으며, 미국의 외국 재난
원조지원Senegal 사무소, World Relief Burkina Faso, Rewanda, Kenya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Burundi의 국제 구조 협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Schicchitano씨는 조지타운
대학 Mcdonough 경영학교에서 리더쉽 석사학위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토목공학 및 운영
연구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연합의 다음 영역에서 전문가(Roster
of Expert)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참여 기획, 커뮤니티 개발, 이익단체 및 정책과 정책
파트너쉽.
Barbara Lee Steigerwal씨는 국가안보 및 긴급서비스부서의 스페셜프로젝트
부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Steigerwald씨는 SUNY Albany에서
Government Relations부서 부장을 역임하였고, 그 전에는 Ostroff Associates사의
Government Relations 컨설턴트였습니다. 뉴욕주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의
비서실장, 뉴욕주 재정 위원회 시니어 헬스케어 분석가, 뉴욕 주 Kenneth P. Lavalle
상원의원 법률자문보를 포함하여, Steigerwald씨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여러가지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Steigerwald씨는 St. John법과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S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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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hamton대학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Khurram Saeed씨는 New NY Bridge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Saeed씨는 The Journal News의 리포터로서 10년간 Tappan Zee 교량에
대한 포커스를 둔 폭넓은 분야의 교통주제를 취재하였습니다. The Journal
News사에서의 근무 이전에, Saeed씨는 워싱톤 주 Bellingham Herald 시청 리포터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BC주 뱅쿠버시의 남아시안 커뮤니티를 취재하는 Aaj
매거진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Saeed씨는 Pace 대학에서 저널리즘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Raquel Gonzalez씨는 농업 시장부의 특별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Gonzalez씨는 가장
최근에 미국 농업국의 백악관 연결사무소 부디렉터역, Peace Corps 디렉터의 스페설
어시스턴트역, 백안관의 Presidential Personnel부서의 경제 디렉터역, 교육부
이노베이션 및 개선부서에서 컨피텐셜 어시스턴트역, 에너지부 과학부서의 스페셜
어시스턴트역를 포함하는 오바마대통령 행정부에서 다양한 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onzalez씨는 2013년 대통령 취임위원회인 어메리카 인 오하이오 및 오바마 어메리카
인 인디애나팁을 조직운영하는 워싱톤의 AFLCIO에서 또한 근무하였습니다.
Gonzalez씨는 Malta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George Mason대학에서 석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Alexandra M. Greene씨는 시니어 정책 자문관으로 Empire State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Green씨는 시민 인권, 경제개발, 노동 정책 및 이니시어티브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Executive Chamber의 Empire State Follow로서 행정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정부에 몸을 담기 이전에, Greene씨는 Newark 공립 학교의
법무역으로 일을 했으며 새로운 학교 이니시어티브 및 인적자본의 극대화를 이끄는 지역
전체의 정책을 만드는 일과 단체교섭 합의 협상 및 준법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Greene씨는 보스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코네티컷 법과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콜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James Miskiewicz씨는 롱아일랜드 전력국에서 윤리, 위험 및 준법부서의 스페셜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 Miskiewicz씨는 미국 검찰청의 검사 및 뉴욕
동부지역을 관장하는 롱아일랜드 미국 검찰청 범죄국 소속 차장검사로서 근무했습니다.
미국 검찰청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미국 법무부의 환경범죄부서에서 재판 검사관으로
그리고 아칸사주 동부 지역 G. Thomas Eisele판사장의 법무비서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뉴욕 시티 칼리지에서 우등학사로 졸업하였으며 시티대학 뉴욕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Jamie Frank씨는 교육 부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녀는 교육성취도,
투명성, 학교 재원마련, 주운영 유치원 확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분석 수행을
포함한 교육재정에 초점을 둔 뉴욕주 예산부의 교육부 담당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뉴욕주 정부에 입사하기 이전에, Frank씨는 북 캐롤리나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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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배우는 영어과목의 교사이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에서 우등 학사로
졸업하였고 코넬 대학에서 사회정책에 집중하는 연구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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