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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인선인선인선인선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Elizabeth R. Fine, Charles S. Imohiosen, Margaret A. Tobin, John J. Gilstrap, Katie 

L. Codey, Kerri Jew, Claire McLeveighn을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lizabeth R. Fine은 법무자문관으로, Charles S. Imohiosen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Margaret A. Tobin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John J. Gilstrap은 

부사장으로, Katie L. Codey는 정책보좌관으로, Kerri Jew는 소수민족및여성기업개발부 

실무국장으로, Claire McLeveighn은 국제무역투자 부사장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계속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기회를 증대시키는 가운데 이처럼 자질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 행정부 인사로 임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분들은 각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Empire State Development에 

그간에 쌓아온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으로 뉴욕의 경제 발전이 

지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lizabeth R. Fine, 법무자문관법무자문관법무자문관법무자문관 

Fine씨는 과거 뉴욕시위원회의 법무자문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Fine씨는 이 위원회의 

최고법무관으로 뉴욕시위원회, 소속 위원, 부서의 모든 법무 관련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Fine씨의 

남다른 경력에는 다음 주요 사항이 포함됩니다: William J. Clinton 위원장의 특별검사, 

SCSFC(Spence-Chapin Services to Families and Children)의 변호인, 미 법무부 정책개발국의 

수석법무보좌관(이곳에서 행정 전반 및 DOJ 프로젝트, 정책 계획, 입법 프로그램을 지시함), 

미하원법사위원회 소속 변호인. Fine씨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Georgetown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Br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Charles S. Imohiosen, 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최고운영책임자 

Imohiosen씨는 과거 워싱턴 D.C에서 허리케인 Sandy 재건 전담반의 수석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폭풍 이후 재건과 관련된 인프라 문제에서 실무국장에게 자문하였고 

뉴욕주의 재정 및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 환경보호국 보좌관의 고문과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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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로펌의 어소시에이트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Imohiosen씨는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Williams College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Colleen McMahon 판사의 서기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Margaret A. Tobin, 최고재무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 

Tobin씨는 2012년에 뉴욕주의 자본투자 프로세스 정비라는 주지사의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NYWTF(New York Works Task Force)의 실무국장으로 Cuomo 행정부에 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나가겠지만, 당시 Tobin씨는 뉴욕주 최초의 10년 목표의 주 자본계획(Statewide 

Capital Plan) 개발을 주도하면서 47개 기관 및 당국에 1,74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코디네이팅하였고, 15억여 달러 규모의 600여개 프로젝트를 감독하였으며, 정시의 예산 내 집행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Tobin씨는 Cherry Tree 

Development의 총장, Thor Equities의 부사장, Vornado Realty Trust의 부사장, Hudson River Park 

Conservancy의 EVP/CFO, Koch 및 Dinkins 행정부 시절 시장의 재무경제개발국의 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Tobin씨는 Vassar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her Stanford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John J. Gilstrap,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 

Gilstrap씨는 민간부문에서 방대한 경험을 쌓은 수석 관리 임원입니다. Gilstrap씨는 전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시 회사 Unthinkable Media의 사장과 주 

3개 지역에서 부동산 관리와 건물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UBM Inc.의 CEO 겸 설립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Gilstrap씨는 또한 MTV Networks와 JPMorgan Chase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Gilstrap씨는 Columbia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atie L. Codey, 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 

Codey씨는 과거 뉴욕시위원회의 수석 정책분석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에서 

Codey씨는 대변인의 경제개발, 인력 개발 및 교통정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였습니다. Codey씨는 

또한 미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Jose Linares 판사의 서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Codey씨는 University 

of Georgia에서 M.P.A.를, 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erri Jew, 소수민족및여성기업개발부소수민족및여성기업개발부소수민족및여성기업개발부소수민족및여성기업개발부 실무국장실무국장실무국장실무국장 

Jew씨는 2013년 5월 준법담당관으로 ESD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Westchester 카운티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보유 및 운영하였고, 뉴욕시 소상공인 서비스부의 부장관을 역임하였고, 

Columbia University Facilities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Jew씨는 Proskauer Rose에서 

법률 경력을 시작하였고, 뉴욕시법무부에서 연방 인권 전문 변호인으로 여러 해 활동하였습니다. 

Jew씨는 Cornell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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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McLeveighn, 국제무역투자국제무역투자국제무역투자국제무역투자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 

McLeveighn씨는 2010년부터 국제홍보 및 비즈니스 개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한 분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McLeveighn씨는 과거에 

Hartsfield-Jackson Atlanta 국제공항의 국제협정 관리자였으며, 애틀란타의 기업계, 국제 

이해관계자 및 정부 단체장들과 글로벌 사업을 촉진하고, 국제 비즈니스 개발의 촉매제로서 

공항의 역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McLeveighn씨는 또한 Atlanta 시의 대외업무 및 국제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McLeveighn씨는 Brow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Columbia 

University의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서 M.P.A.를 취득하였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정보정보정보정보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관련 에이전시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