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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재무국 국장으로 ADRIENNE HARRIS 지명  

  

Obama 전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뉴욕주 최고 재무 기관의 최고 수장으로 지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다음 국장으로 Adrienne Harris를 지명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Obama 행정부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Harris는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계와 이들의 주 법률 준수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임명된 직후부터 말씀드렸듯이, 뉴욕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강력한 팀을 만들 것이며, 우리 주의 최고 

재무 규제 책임자로서 Adrienne Harris와 함께 저희 행정부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회복 조치를 실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뉴욕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Obama 대통령과 일했던 

시절부터 2007년 경기침체를 극복할 방법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 방대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Adrienne를 능가하여 뉴욕주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는 없을 것이며, 

하루 빨리 함께 일하면서 뉴욕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Adrienne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함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강력하고 공정한 재무 

시스템과 공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arris는 뉴욕시의 Sullivan and Cromwell LLP에서 어소시에이트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소송 및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을 대변하는 일을 했고, 그 후 

Obama 행정부의 미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에서 일할 때 Harris는 국무 차관보 대행 겸 국내 재정 담당 차관인 Mary Miller와 

국무차관인 Sarah Bloom Raskin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수석 고문으로서 

Harris는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몇 가지 재무 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재무개혁에서부터 핀테크 발전 방법, 학자금 대출 대란의 해결책 찾기, 

해외 투자와 국가 보안 사이의 결함을 분석, 국내의 재무 정보와 지역사회 보건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일한 후 Harris는 백악관(White House)에서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소속의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Harris는 재무 개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도드 프랭크(Dodd-Frank) 

법안 실행 등을 포함한 재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핀테크 이니셔티브, 일반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주택 금융 개혁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1월 백악관에서 나온 Harris는 법률 자문위원 겸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일했고 

States Title, Inc.(지금의 DOMA)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국내의 여러 주에서 부동산 물권 

보험 및 처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arris는 또한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제랄드 포드 공공정책대학 재무법률정책센터(Gerald R. Ford School of Policy's 

Policy Center on Finance, Law and Policy)에서 교수 겸 공동 학장을 지냈고, 워싱턴 DC의 

Brunswick Group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면서 다국적 기업에게 인수 합병에 대해 조언하고, 

이해 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미래 정책 정보에 대해 조언을 했습니다.  

  

Carolyn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임명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Adrienne Harris는 Obama 행정부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재무 서비스 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구성원으로서 

Harris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akeem Jeffri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drienne Harris는 헌신적인 

공직자이며 훌륭한 정책 전문가이므로 재무국 리더로 임명된 것은 훌륭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임명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협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Black Economic Alliance의 David G. Clunie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최고 레벨에서 훌륭한 경험을 쌓은 Adrienne Harris는 DFS를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국장의 열정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뉴욕 주민들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DFS를 새롭게 발전시킬 인물로 Adrienne을 임명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Financial Health Network의 사장 겸 CEO Jennifer Tesc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법률, 재무 분야에서 Adrienne의 전문지식 이외에도 소비자 재무 

건전성과 웰빙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DFA 국장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함께 이루어 나갈 업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Harris는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콜롬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받고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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