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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행정부 지명자 발표
Kevin Law는 도시 개발 공사 이사로, UDC의 의장으로 지명
Hope Knight는 경제 개발부 커미셔너이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사장 겸 CEO로

지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도시 개발 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mpire State Development), 경제 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공직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Kevin Law는 도시 개발 공사 이사로 그리고
UDC의 의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며, Hope Knight는 경제 개발부의 커미셔너이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사장 겸 CEO로 지명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뉴욕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지금,
우리는 회복을 주도할 최고 중 최고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Hope Knight와 Kevin Law는 뉴욕주의 커뮤니티와 전 도시들에서 뉴욕주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evin Law는 도시 개발 공사의 이사이자 UDC의 의장으로 지명될 것입니다. 그는
트라이텍 부동산 회사(Tritec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의 파트너이자
선임부사장이며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적정 가격 주택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Law는 지난 10년 동안 롱아일랜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롱아일랜드 다운타운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의 노동자 거주 주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Law는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 LIA)의
회장이자 CEO였으며 협회에서 롱아일랜드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전략가이자 옹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LIA에서 근무하기
전에 Law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공 유틸리티 기업인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의 사장 겸 CEO였습니다. Law는 미국에서 모든 공공
유틸리티를 위한 가장 큰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뉴욕주에서 가장 큰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콘 에디슨(Con Edison),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과 협력하여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고 지역에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했습니다.
Law는 이전에 서퍽 카운티의 카운티 총부집행관을 역임했으며 국제 로펌인 닉슨

피바디(Nixon Peabody LLP)의 롱아일랜드 사무소 경영 파트너였습니다. Law는
스토니브룩 대학교 위원회(Stony Brook University Council)의 의장이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 주택 파트너십(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의 회장이자 롱아일랜드
발전 가속화 협회(Accelerate Long Island)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Law는 서퍽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Suffolk County Community College)에서 문학준학사 학위를, SUNY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서 문학학사를, CUNY 헌터 칼리지
도시계획대학원(Graduate School of Urban Affairs and Planning at CUNY, Hunter
College)에서 이학석사를, 세인트 존스 법대(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aw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도시 개발 공사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Hope Knight는 경제 개발부 커미셔너이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SD)의 사장 겸
CEO로 지명됩니다. Knight는 2015년부터 그레이터 자메이카 개발공사(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 GJDC)의 사장 겸 CEO를 역임했습니다. 재직 중에 그녀는
사우스이스트 퀸즈 지역에서 경제 성장, 커뮤니티 구축,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이루어 지역을 크게 활성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Knight는 또한 커미셔너로서 뉴욕시
계획 위원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GJDC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어퍼 맨해튼 역량 강화 구역(Upper Manhattan Empowerment Zone)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감독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민간
자본을 활용하였으며 이스트 리버 플라자(East River Plaza), 포탐킨 이스트
할렘(Potamkin East Harlem), 빅토리아 극장 호텔(Victoria Theater & Hotel)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미국 기관 주식
사업부의 부사장, 일본 모건 스탠리의 전략 기획 및 전자 상거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초기에 Knight는 액센츄어(Accenture)와 뉴욕시 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Knight는 다음과 같은 조직의 여러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지역
계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부회장, 트루펀드 파이낸셜(TruFund Financial)
부회장, 그라민 아메리카(Grameen America), 모건 스탠리 커뮤니티 개발 자문
위원회(Morgan Stanley Community Development Advisory Board), 이스트 할렘
튜토리얼 프로그램(East Harlem Tutorial Program) 및 잭앤질 아메리카 재단(Jack and
Jill of America Foundation)에서 재무 담당. 그녀는 또한 매리몬트 맨해튼
칼리지(Marymount Manhattan College)의 이사회의 전 의장이었으며 ABNY의 2020년
센서스 조직 및 실행 위원회(2020 Census Organizing and Action Committee)의
위원이었습니다. Knight는 매리몬트 맨해튼 칼리지에서 문학학사 학위를,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Knight는
상원의 인준이 있을 때까지 커미셔너 대행, 사장 겸 CEO로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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