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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수의 행정부 인사를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 년 동안, 이 행정부는 열심히 일한 결과,
모든 이를 위해 더욱 강하고 공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역량을 갖추신 헌신적인 분들이 우리 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는 계속 이 위대한 주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Cathy Calhoun 씨는 주정부 운영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Calhoun 씨는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을 도우며 뉴욕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의 획기적인 1,000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인프라 계획을 선도하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커미셔너 대행으로 근무했습니다. Calhoun
씨는 그 이전에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Calhoun 씨는 그 이전에 Thomas DiNapoli 감사원장을 위해 정부 간 업무
담당 부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Hillary Clinton 전임 연방 상원의원의 센트럴 뉴욕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Calhoun 씨는 또한 이전에 정부 간 업무 영역에서 David
Paterson 전임 주지사를 위해 근무했습니다.
Linda Lacewell 씨는 주지사 수석 보좌관 겸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수석
역할을 하면서 Lacewell 씨는 윤리 문제 및 법 집행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 운영도 감독하게 됩니다. Lacewell 씨는 가장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산타 모니카 소재 찬수-셩 낸트헬스 재단(Chan Soon-Shiong NantHealth
Foundation)에서 암치료 대전환 2020(Cancer Breakthroughs 2020)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Lacewell 씨는 자신이 기관 및 당국의 윤리, 위험, 규정 준수
등을 위해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 부서에서
Cuomo 주지사의 수석 위기관리 담당관 겸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Lacewell 씨는
이전에 주지사에게 특별 고문이었으며, 최첨단 오픈 데이터인 OpenNY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공적연금 기금인 Pay-to-Play 조사와 비제휴

건강보험을 조사하여 두 가지 모두를 미국 전 지역의 조직 개혁으로 이끌어 낸 부서에서
Cuomo 검찰총장의 특별 자문 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전에 Lacewell 씨는 엔론
태스크포스(Enron Task Force)에서의 2 년을 포함하여 뉴욕의 동부 지구(Eastern
District)에서 연방검사 시보로 9 년을 일했고, Henry L. Stimson 메달과 검찰총장이
수여하는 특별봉사상(Award for Exceptional Service)을 받았습니다. Lacewell 씨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뉴 칼리지(New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학사학위를, 마이애미 대학교 법과 대학원(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Law)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남부 지원(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을 담당하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뉴욕 대학교 법과 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윤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포드햄 대학교 법과 대학원(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국제형사법을 가르치면서 부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Letizia Tagliafierro 씨는 정부 간 업무 담당 차관 겸 주지사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현재 공공 안전 담당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Tagliafierro 씨는 뉴욕주 조세재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범죄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에서
부커미셔너로 재직했으며 공공 윤리에 관한 뉴욕주 공동위원회(New York State 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의 사무총장 겸 수사 및 집행 담당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을 위한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에서
정부 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리 카운티에서는 지방 검사 시보로
근무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캠퍼스(SUNY University at
Alban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Paul Karas 씨는 뉴욕주 전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도록 주지사의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지속하기 위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커미셔너로
임명되었습니다. Cuomo 행정부에 합류하기 이전에 Karas 씨는 교통 및 건물 인프라
컨설팅 회사인 RS&H, Inc.의 부사장 겸 매니저로 4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전에는 인프라
개발 컨설팅 업체인 카라스 어소시에이츠 컴퍼니(Karas Associates Co.)를 세우고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Karas 씨는 32억 달러 규모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 재개발
프로그램(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Redevelopment Program)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뉴욕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New Jersey)에서도 재직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시카고시 공공사업부(Public
Works)의 커미셔너로 3 년간 근무했습니다. 2004 년에 Karas 씨는 일리노이 주의회가
임명하여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지역 교통 태스크포스(Northeastern Illinois Regional
Transportation Task Force)에서 근무했으며, 1997 년에는 연방 하원이 임명하여
암트랙(Amtrak)에 관련된 자금 및 운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블루 리본
자문 위원회(Blue-Ribbon Advisory Committee)에서 근무했습니다. Karas 씨는 노트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토목 공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ichard White 씨는 공공안전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White 씨는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명령 및 뉴욕의 임대법(rent law)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뉴욕주
전 지역을 관장하는 특별한 부서인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의 임차인보호국(Tenant Protection Unit)을
이끌었습니다. Cuomo 주지사를 위해 일하기 전에, Richard R. White 씨는 행정부 업무,
규정 준수, 복잡한 형사 소송 등에 주력하는 Cyruli Shanks 유한책임 합자회사(Cyruli
Shanks LLP)의 상업 부동산 회사에 대한 변호인으로 근무했습니다. Cyruli Shanks에서
근무하기 전에, White 씨는 뉴욕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의 최고 직급으로 근무했습니다.
뉴욕시 교정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에서 조사, 재판, 소송 담당
부커미셔너로 재직했으며, 뉴욕시 보호관찰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Probation)에서 운영 담당 부커미셔너로 근무했습니다. 그전에 White 씨는 십 년 동안
맨해튼 지방 검찰청(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의 Robert M. Morgenthau 씨를
위해 선임 공판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White 씨는 프랭클린 앤 마샬 칼리지(Franklin &
Marshall College)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델라웨어 로스쿨(Delaware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존 에프 케네디 행정 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의
경영자 교육 과정을 마쳤으며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선임 경영자 교섭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White 커미셔너는 뉴욕 법원, 뉴저지 법원,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뉴욕 남부 및 동부 지구의 미국 지방 법원,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 미국 대법원
등지에서 변호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Peter Ajemian 씨는 교통부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Eric Schneiderman 검찰총장을 위한 성공적인 재선 캠페인의 수석
대변인 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계획한 네 가지 성공적인
뉴욕 주민 투표 운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전략을 자신이 조정했던 컨설팅
회사인 맨해튼 스트레티지스(Marathon Strategies)에서 선임 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와 뉴 스쿨(The Ne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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