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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지명자 및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을 위해 함께 공직을 수행할 가장 헌신적이며 적합한 인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Tania Dissanayake, Marcos Gonzalez Soler, James Katz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행정부를 위해 봉사할 것이며, 저는 뉴욕주의 주민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러한 인재를 임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Tania Dissanayake씨가 주거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 Tania 씨는 뉴욕시 시장 

직속 법무청(City of New York Mayor's Office of State Legislative Affairs)의 차관으로 

재직하며 법무적의 변호사 및 선임 수석을 보조하는 한편, 뉴욕시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장관 및 선임 행정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Tania 씨는 2016년 

합류한 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며 50개 뉴욕시 기관 및 정부 관청을 관리했습니다. 

Tania 씨는 주로 주거 보존 및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뉴욕시 주거 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경제 개발 

공사(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주택 개발 공사(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도시 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건설부(Department of Buildings), 뉴욕 소방부(Fire Department of New York), 

시장 직속 특수 사무청(Mayor's Office of Special Enforcement) 간의 부서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시청 업무를 맡기 전, Tania 씨는 윌슨 에델만 앤 디커 유한회사(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 & Dicker LLP)의 법무국장으로 근부한 바 있으며, 뉴욕주 

상원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Tania 씨는 뉴욕 주립대(SUNY) 올버니 아너스 칼리지 

대학(University at Albany Honors College)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정치학, 공공법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Marcos Gonzalez Soler씨는 공공안전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까지 Marcos 씨는 

뉴욕시 시장 직속 사법정의청(Mayor's Office of Criminal Justice, MOCJ) 사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곳에서 2015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MOCJ는 공공 안전 정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조언하는 한편, 정부 내부 및 외부와 협력하여 뉴욕시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Marcos 씨는 9억 5,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직원 180명으로 

500개 이상의 계약을 통해 300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사무실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성과 중심 사회 변화 파트너십 

법(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s Act, SIPPRA)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에 2,000만 달러의 혁신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국가적 보조금 

수령 사례로,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을 통해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는 

또한 존 제이 사법 정의 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의 겸임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Marcos 씨는 민사 청원 검토 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의 정책 차관을 역임했으며 푸에르토 리코 경찰(Puerto Rico Police)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혁에 대한 합의 진행 과정에서 연방 감독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리더십 연구소(New York City Leadership Institute) 졸업생으로 시장 대학원 

장학생(Mayor's Graduate Scholarship)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Marcos 

씨는 뉴욕의 뉴 스쿨 대학교(The New School University)에서 공공 정책 및 관리 석사 및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치학 학위 논문으로 한나 아렌트 상(Hannah 

Arendt Award)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몇몇 유럽 대학에서 법 학위를 받았습니다.  

  

James Katz씨는 경제 개발 및 인력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맨해튼 자치구 

대표 사무실(Office of the Manhattan Borough President) 소속으로서 이그제큐티브 

체임버(Executive Chamber)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치구 부대표로 중요한 

토지 사용 합의를 이끌었으며, 뉴욕시 근로자 은되 시스템(New York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구성원이자 감사 대표를 역임했으며, 뉴욕시 공원 보존 위원회 및 

사업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위원회에서 자치구 대표를 대신하여 

활동했습니다. 자치구 대표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 Katz 씨는 칠 년간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에서 부대표 및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공사의 선임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수많은 

뉴욕시의 주요 토지 활용, 자본 건설, 경제 개발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NYCEDC의 C 스위트를 비롯해, 전략 투자 그룹(NYCEDC의 사업 중심 투자 

기구)과 정부, 지역사회 관계, 공공 업무, 마케팅 등을 포함한 네 곳의 부서의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Katz 씨는 다시 공공 업무로 복귀합니다. 그는 

이전에 뉴욕주 법무장관 선임 자문 겸 특별 고문을 맡아, 비영리 운영 및 공공 청렴성 

관련 사법 및 법률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Katz 씨는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에서 공공 정책 

석사,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브루클린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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