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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on Kaiman, Paul D. Annunziato, Lester Petracca를 Nassau 카운티 

재정감독기관(NIFA)에 임명하였습니다. 2000년에 창립된 NIFA의 임무는 Nassau 카운티가 향후 

재정 예산 부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법부가 추천한 2명의 위원과 주정부 감사관이 추천한 1명의 위원과 함께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Jon Kaiman, Paul Annunziato, Lester Petracca을 Nassau 카운티 재정감독기관에 임명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주정부와 

Nassau 카운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의 

기여가 이 지역에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Jon Kaiman, Chair 

 

Kaiman씨는 공직 활동을 하면서 눈부신 경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Kaiman씨는 

롱아일랜드 폭풍복구 특별 고문으로 Cuomo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태풍 피해 커뮤니티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Kaiman씨는 또한 Town North Hempstead의 감독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총 

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일상 업무와 예산을 관리하였습니다. 그의 지도 하에 Town of North 

Hempstead는 2011년과 2012년에 국제 시/카운티 관리 협회 성과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North Hempstead Town 감독관이 되기 전 1998-2002년에는 Nassau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와 Town of 

Hempstead 공공안전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aiman and Finkel과 함께 Crowe, 

Deegan, Dickson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일반 법률 회사였습니다. Kaiman씨는 Hofstra 

대학교 법대와 Hofstra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Paul D. Annunziato 

 

Annunziato씨는 현재 Morgan Stanley의 제1부사장 겸 재정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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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서비스, 자산 배분, 퇴직 및 세금 계획, 유족 연금 제공 

업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Merrill Lynch의 

웰스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자문관, 뉴욕 Rochester 소재 Thomas James Associates의 

재무이사(Account Executive), 뉴욕 재조직부서(Reorganization Department)에서 Bankers Trust 

Corporation의 재조직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Annunziato씨는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생으로 이 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서 Merrill Lynch와, 영국 Sheffield에서 Sheffield 

Polytechnic Institute와, 그리고 콜로라도 주 Denver에서 College for Financial Planning과 수많은 

학술적, 전문적 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Lester Petracca 

 

Petracca씨는 현재 Triangle Equities의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riangle Equities는 뉴욕주에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이 Triangle Junction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0만 

평방 피트의 Target 센터 건설로, Brooklyn의 Flatbush Avenue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시 및 현지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 활동한 이 회사는 뉴욕 College Point에서 수행한 몇 

가지 프로젝트로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assau 카운티 재정감독기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헌신한 Ronald A. Stack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NIFA에서 Stack 의장은 수많은 재정적 과제와 커다란 예산 격차 

속에서도 카운티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뉴욕주, 카운티, 현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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