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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 정부를 시험했으며, 이 행정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후 세계를 위해 뉴욕을 재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재능 있고 헌신적인 이들을 정부에 새로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하고 더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Dana Carotenuto 씨가 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Carotenuto 씨는 최근 혼잡통행료 책정 

및 임신 대리모의 합법화와 같은 행정부를 위한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협상하면서 

행정부의 입법 업무 및 정책 차관으로 봉사했습니다. Carotenuto 씨는 이전에 10년 이상 

주 상원의원으로 근무했으며 주로 휴직 수당, 좀비 부동산법, 담보권 행사 보호 등 주 

예산과 계획을 협상하는 상원 독립 민주당 콘퍼런스(Senate 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Carotenuto 씨는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외교 대학원(School of Foreign Service)에서 외교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브루클린 법학전문대학원(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ana 씨는 8년 넘게 행정부의 가치있는 일원이었던 Jill DesRosiers를 승계합니다. Jill은 

12월부터 출산 휴가를 떠났으며, 돌아올 준비가 되면 그녀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직책이든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Victor Olds 씨는 공직자 청렴을 위한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Olds 씨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40년 이상 된 법적 경험을 이 직책으로 가져옵니다. Olds 씨는 검찰청 

1차장으로 근무한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검찰청(Office of the Westchester County 

District Attorney)에서 행정부에 합류합니다. Olds 씨는 컬럼비아 

법학전문대학원(Columbia Law School)의 법률 작문 및 항소 옹호(Legal Writing and 

Appellate Advocacy) 법대 교수입니다. 그는 이전에 브롱크스 지방 검찰청에서 전문 책임 

및 연수국(Bureau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Training) 국장으로 근무했으며, 

뉴욕 수사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vestigation)에서 조사 담당 부커미셔너, 

수석 부커미셔너, 임시 커미셔너로 근무했습니다. Olds 씨는 뉴욕 법률 저널(New York 

Law Journal)에 수많은 논문을 출판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시 

변호사협회(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CLE 소송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법무부 변호부(Department of Justice Advocacy Institute)와 국립 재판 



 

 

변호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lds 

씨는 브루클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ean Ewart 씨는 선임 에너지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wart 씨는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루틴 어소시에이트(Luthin Associates)에서 뉴욕주 규제 담당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뉴욕주 하원의원 Michael Cusick의 에너지 정책 이사, 뉴욕 

스테이트워치(New York StateWatch)의 입법 추적자, 뉴욕주 하원의원 Addie Jenne의 

입법 이사였습니다. Ewart 씨는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MSW인 Khemenec Pantin 씨는 보건 서비스 및 정신 위생의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Pantin 씨는 청소년 발달 부서 이사로 재직했던 브루클린 커뮤니티 

서비스(Brooklyn Community Services)에서 행정부에 합류합니다. 이전에는 

업스트림(Upstream)의 창립이사 및 이탈리아 어린이집(Italian Home for Children)에서 

학교 실무자, 가정 치료사로 재직했습니다. Pantin 씨는 보스턴 칼리지 사회 복지 

대학원(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Pantin 씨는 웨슬리안 대학교(Wesleyan University)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 사회 복지 대학원(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에서 고급 

제너럴리스트 프랙티스 및 프로그래밍(Advanced Generalist Practice and Programming) 

과학 석사, 뉴욕 대학교에서 응용 심리학: 측정 및 평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ich Azzopardi 씨는 주지사의 공보국장 및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Azzopardi 

씨는 9년 동안 이 행정부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전에는 주지사의 수석 고문, 수석 

공보 부국장, 올버니 커뮤니케이션 부이사, 올버니 언론 보조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주 상원의 보좌관 및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직무를 위해 

행정부를 떠나는 Peter Ajemian을 대체합니다.  

  

Colin Brennan 씨는 커뮤니케이션 수석 부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Brennan 씨는 

이전에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공보국장과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의 공공 안전 공보 

부국장 및 언론 담당 보조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공무 집행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뉴욕주 의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에서 근무했습니다. Brennan 씨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ennifer Givner 씨는 언론 담당 비서로 임명되었습니다. Givner 씨는 현재 스루웨이 

관리청의 미디어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Media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ivner 씨는 뉴욕시와 뉴욕주 모두에서 20년 이상의 공보 경력을 

쌓았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에서 일하기 전에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담당 공보 보조 커미셔너를 역임했으며, 그 전에는 뉴욕주 

법무총장 사무실, 뉴욕 복권(NY Lottery), 공무 집행실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리 



 

 

직책을 맡았습니다. Givner 씨는 넬슨 A. 록펠러 칼리지 공무 대학(Nelson A. 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에서 공공 행정 석사 학위를,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올버니에서 정치학, 하트윅 대학(Hartwick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Jordan Bennett 씨는 다운스테이트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Bennett 씨는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에 뉴욕대학교 공무부 책임자 및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는 2016년 Hillary Clinton 대선 공약 팀의 신속 대응 공보팀의 일원으로 버먼 

그룹(Berman Group)의 선임 홍보 매니저로 일했으며, 워싱턴 DC Muriel Bowser 시장의 

공보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Bennett 씨는 코네티컷 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Haley Viccaro 씨는 에너지 및 환경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Viccaro 씨는 

이전에 Kathy Hochul 부지사의 공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공보팀을 이끌고 행사, 보도 

자료 및 언론 관계를 관리했습니다. Viccaro 씨는 공무 집행실에서 봉사하기 전에는 뉴욕 

시장 컨퍼런스(New York Conference of Mayors)에서 연구 및 회원 참여 

코디네이터였으며, 스키넥터디의 데일리 가제트(Daily Gazette)와 올버니 비즈니스 

리뷰(Albany Business Review)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Viccaro 씨는 올버니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Victoria Lane 씨는 윤리, 위험, 준수를 위한 최고 특별수석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Lane 씨는 정부 계약, 규제 준수, 내부 조사, 해당 직위의 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실무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민사 소송 변호사 및 

화이트 칼라 변호사로서 거의 20년 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ne 씨는 민사 

부서의 파트너로 근무했던 힝클리 앨런 & 스나이더 LLP(Hinckley Allen & Snyder 

LLP)에서 행정부에 합류합니다. 그녀는 2020년과 2021년에 형사변호: 화이트 칼라에 

대해 베스트 로이어스 인 아메리카(Best Lawyers in America®)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Lane 씨는 올버니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포드햄 대학교 

법학대학원(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Nadine Fontaine 씨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ontaine 씨는 이전에 행정부에서 주지사의 제1 

부고문 및 경제 개발, 공공 금융 및 조달의 부고문으로 봉사했습니다. Fontaine 씨는 

이사로 근무했던 에픽 시스템즈 주식회사(Epiq Systems, Inc.)에서 행정부에 합류합니다. 

그녀는 이전에 쿠퍼, 리보위츠, 로이스터 & 라이트(Cooper, Liebowitz, Royster & 

Wright)와 이후 윌슨, 엘서, 모스코위츠, 에델만 & 디커 유산책임회사(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 & Dicker, LLP.), 이후 케이 숄러 유한책임회사(Kaye Scholer, 

LLP.)에 근무했습니다. Fontaine 씨는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페이스 대학교 법학대학원(Pac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Frank Hoare 씨는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oare 

씨의 법률 경력은 주정부 서비스와 민간 관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전 직책에는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부고문, Cuomo 

주지사 입법 업무 보조 비서,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법률 고문 등이 

있습니다. Hoare 씨는 28년간 현직 및 예비군 서비스를 제공한 후 2019년 12월에 미 

육군 예비군(United States Army Reserve)에서 은퇴했습니다. Hoare 씨는 올버니 소재 

뉴욕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올버니 법학전문대학원(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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