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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웨스턴웨스턴웨스턴웨스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인선인선인선인선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RGC(Niagara River Greenway Commission), BFSA(Buffalo Fiscal 

Stability Authority), USA NDC(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BSCC(Buffalo State College Council), 

ECHDC(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및 NFBC(Niagara Falls Bridge Commiss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피임명자는 웨스턴 뉴욕의 여러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해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 받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들이 웨스턴 뉴욕에서의 레크리에이션, 교육, 경제 활동 기회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NRGC(Niagara River Greenway Commission) 

 

Darius G. Pridgen 목사목사목사목사 

Darius G. Pridgen 목사는 Buffalo 시의회 의장으로 Ellicott District를 대표하며, Buffalo의 True Bethel 

Baptist Church의 담임목사입니다. Pridgen 목사는 Buffalo 주립대학에서 형사사법정책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Medaille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ric E. Bauer 

Eric E. Bauer씨는 웨스턴 뉴욕에 자리한 EB Galaxy Construction Inc.의 소유주 겸 사장입니다. 

Bauer씨는 훈장을 수여 받은 미공군 예비역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전투 무대에서 

복무한 분입니다. Bauer씨는 Canisius College에서 기업재무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2014년에 

기업재무학 MBA 과정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Sean A. Edwards (재임명재임명재임명재임명)  

Sean A. Edwards씨는 현재 U.A. Plumbers & Steamfitters Local No. 22에서 22에서 비즈니스 

관리인으로 재직 중이고, 현지 근로자 및 이 회사 근로자 간에 연락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wards씨는 과거에 Town of Lewiston의 입법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Town of 

Lewiston에서 Town 부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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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GC(Niagara River Greenway Commission) 소개소개소개소개 

NRGC(Niagara River Greenway Commission)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Buffalo의 Lake Erie, 역사적인 Fort 

Niagara에 자리한 Lake Ontario를 따라 자리한 공원, 강 접근점, 해안가 코스를 서로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은 주지사가 

직점 임명합니다. 

 

BFSA(Buffalo Fiscal Stability Authority) 

 

Richard T. Jurasek (재임명재임명재임명재임명) 

Richard T. Jurasek씨는 Medaille College의 6대 총장입니다. 외국어 학자인 Jurasek 총장은 Ohio 

주립대학에서 독일어학으로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Ohio University에서 독일어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Jurasek 박사는 미국의 대학과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세 권의 독일어 

책을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Jurasek 박사는 2012년부터 이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Frederick G. Floss (재임명재임명재임명재임명) 

Frederick G. Floss씨는 공공재정을 중점으로 Buffalo 주립대학에서 경제재정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Floss씨는 Buffalo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Floss씨는 

2009년부터 이사로 확동해오고 있습니다.  

 

BFSA(Buffalo Fiscal Stability Authority) 소개소개소개소개 

공익 기업인 BFSA(Buffalo Fiscal Stability Authority)는 Buffalo 시와 관련 기관의 예산, 재무계획, 자본 

계획에 대한 재무 감독 업무를 제공합니다. BFSA는 시의 재무 안정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와 회사채 평가 기관의 신뢰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시키고, 적당한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고 이 지역과 뉴욕주의 경제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USA NDC(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Francine DelMonte, 의장의장의장의장 

Francine DelMonte는 제138 주하원의원 선거구를 5회 대표했던 뉴욕주 의회의 전 의원입니다. 

DelMonte는 주 의회 과학기술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선출 이전에는 당시 

주하원의원이었던 Joseph Pillittere의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Gary E. Smith (재임명재임명재임명재임명) 

전문 엔지니어인 Gary E. Smith씨는 Modern Corporation의 COO(최고운영책임자)입니다. Smith씨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30년의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Smith씨는 South Dakota의 

광산공과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토목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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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S. Nanula 

Paul S. Nanula씨는 Buffalo를 기반으로 한 개발업체인 Nanco Group의 사장이자, IQ Craft의 

제1파트너 겸 이사입니다. IQ Craft는 eCommerce,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업정보 전문지식을 판매 

및 마케팅 전문 기관에게 제공합니다. Nanula씨는 과거에 Wilson Farms가 2011년 6월에 7-Eleven에 

인수되기 전까지 이 회사의 사장 겸 CEO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Nanula씨는 Niagara University를 

졸업하였습니다. 

 

Monica Pellegrino Faix 

Monica Pellegrino Faix씨는 Richardson Center Corporation의 전무이사입니다. Faix씨는 미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인 Richardson Olmsted Complex의 재사용을 추진하는 비영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조직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Faix씨는 University at Buffalo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Ithaca College에서 심리학 및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ichael A. Williamson, Sr. (재임명재임명재임명재임명) 

Michael A. Williamson, Sr.는 Niagara Falls에 있는 Williamson Funeral Home의 소유자 겸 

운영자입니다. 이곳은 지난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Williamson씨는 United Way of 

Niagara 이사회의 전 의장입니다. 그는 Simmons School of Mortuary Science를 졸업하였습니다. 

 

USA NDC(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소개소개소개소개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자회사인 USA NDC(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는 

민간투자를 활용하고 City of Niagara Falls의 관광산업 성장 및 개선을 이끌어 Niagara Falls의 

경제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널리 홍보하는 회사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들은 주지사의 추천을 받아 

ESDC가 임명합니다. 

 

BSCC(Buffalo State College Council) 

 

Todd Brason 

Todd Brason씨는 WILLCARE의 의장 겸 공동창업자로 그는 WILLCARE를 웨스턴 뉴욕에 있는 하나의 

기관에서 뉴욕, 코네티컷, 오하이오에 15개의 지부를 둔 지역 홈 건강관리업체로 키웠습니다. 

Brason씨는 뉴욕주 AHCP(Associ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의 의장 겸 AAHC(American Association 

for Home Care)의 실무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rason씨는 미국적십자, WNY Region 및 

ECMC Lifeline Foundation의 과거 의장을 역임하였고 현 이사회 소속 이사입니다. Brason씨는 Buffalo 

State College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BSC(Buffalo State College) 소개소개소개소개 

1871년에 설립된 Buffalo State는 11,0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뉴욕주립대학 시스템 소속 대학 중 

가장 큰 종합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의 목표는 학습에 대한 일생의 열망을 고취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 경쟁 사회의 시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입니다. BSCC(Buffalo State College 

Council)은 대학, 총장 및 고위 관리들에게 일차적인 감독과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대학 위원회의 위원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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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DC(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Julie Marie Bargnesi  

Julie Bargnesi씨는 기업 소송부에서 Damon Morey의 수석 파트너입니다. Bargnesi씨는 

등록 간호사이기도 합니다. Bargnesi씨는 보건법과 의료과오 분야를 다루는 일에 

전념하고 있고 뛰어난 재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Bargnesi씨는 다수의 자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Bargnesi씨는 1984년에 Niagara University에서 

간호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1987년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Bargnesi씨는 Erie 카운티, 뉴욕주 및 

미국변호사협회의 회원입니다. Bargnesi씨는 뉴욕주와 미국 대법원에서 개업을 허가 

받았습니다. Bargnesi씨는 간호학과 법학 모두의 학위를 취득한 회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인 TAANA(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Attorneys)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Bargnesi씨는 또한 이 협회의 웨스턴 뉴욕 챕터(Western New York Chapter)의 

사장 겸 설립자입니다. 

 

ECHDC(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소개소개소개소개 

ECHDC(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자회사로 2005년에 Buffalo시의 해안가 재개발 활동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ECHDC의 임무는 Buffalo 지역의 자부심, 도시의 중요성 및 천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유산을 바탕으로 Buffalo의 내외부 항만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고 웨스턴 

뉴욕의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위원은 주지사의 추천을 받아 ESDC가 

임명합니다.  

 

NFBC(Niagara Falls Bridge Commission) 
 

Harry R. Palladino 

Harry “Richard” Palladino씨는 2010년부터 Laborers’ Local 91의 영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그는 1959년부터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Palladino씨는 우수한 건설 프로젝트 진행하고 제공하기 위해 위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청업자들과 함께 지칠질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보장하려는 그의 노조 활동이 진행되었고, 교육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업계 효율성이 

증진되었습니다. Palladino씨는 공공사업 건설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사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NY의 Niagara Falls에서 675명의 현 근로자와 

퇴직자들을 대표하며, 이들을 위해 확고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공인 OSHA 강사이기도 합니다. Palladino씨는 1960-66년에 미 해군으로 복무한 

바 있습니다. 

 

NFBC(Niagara Falls Bridge Commission) 소개소개소개소개 

캐나다와 미국은 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Niagara Falls Bridge Commission를 똑같이 

대표합니다. 초기에는 Rainbow Bridge에 자금을 제공하고 건설 및 운영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이 위원회는 Whirlpool Rapids(Lower)와 Lewiston-Queenston Bridge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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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활동으로 그 효율성과 효용성을 크게 인정 받았습니다. NFBC는 국가간 

접경지역 양측에서의 세관 및 입국 심사 기능을 위해 모든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NFBC는 주로 사용자 요금(통행료) 및 민간부문 임차인 임대료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FBC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제 상업 및 재무 거래를 이행하고 

연방(미국) 면세부채권을 발행합니다. 뉴욕 위원들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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