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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3차 임명 중 1차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행정부는 총기 안전 개혁 강화에서 자연 자원 

보호, 뉴욕 주민들을 위해 21세기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기회 육성까지, 뉴욕주 

모든 곳의 거주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정책의 발전과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에 기반하며 뉴욕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으므로 이렇게 재능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Keith Corlett는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감독관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Corlett 씨는 현재 부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orlett 씨는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에서 30년 이상 다양한 순찰, 수사, 간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감독관 보좌, 뉴욕시 경찰(Troop NYC) 대장, 사단본부 직원 감독관 

대행이 이에 포함됩니다. Corlett 씨는 주 경찰 행정 포트폴리오 검토 이사회(State 

Police Executive Portfolio Review Board), 뉴욕주 상호 운용 긴급 통신 

이사회(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 Board), 뉴욕주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에서도 근무합니다. Corlett 씨는 

또한 이전에 뉴욕주 대테러 지구 4(Counter Terrorism Zone 4)의 공동 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Corlett 씨는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마리스트 칼리지(Marist College)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Linda Lacewell은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관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Linda Lacewell 씨는 최근 주지사 수석 보좌관 겸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Lacewell 씨는 윤리 문제 및 법 집행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 운영도 감독했습니다. Lacewell 씨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컬버시에서 암 재단 계획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Lacewell 씨는 

자신이 기관 및 당국의 윤리, 위험, 규정 준수 등을 위해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 부서에서 Cuomo 주지사의 수석 위기관리 담당관 

겸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Lacewell 씨는 이전에 주지사에게 특별 고문이었으며, 

최첨단 오픈 데이터인 OpenNY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공적연금 

기금인 Pay-to-Play 조사와 비제휴 건강보험을 조사하여 두 가지 모두를 미국 전 지역의 



 

 

조직 개혁으로 이끌어 낸 부서에서 Cuomo 검찰총장의 특별 자문 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전에 Lacewell 씨는 엔론 태스크포스(Enron Task Force)에서의 2 

년을 포함하여 뉴욕의 동부 지구(Eastern District)에서 연방검사 시보로 9 년을 일했고, 

Henry L. Stimson 메달과 검찰총장이 수여하는 특별봉사상(Award for Exceptional 

Service)을 받았습니다. Lacewell 씨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뉴 칼리지(New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학사학위를, 마이애미 대학교 법과 

대학원(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Law)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남부 지구(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의 

미연방지방판사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Lacewell 씨는 뉴욕 대학교 법과 

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윤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포드햄 대학교 법과 대학원(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국제형사법을 가르치면서 부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Michael Hein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Hein 씨는 현재 얼스터 카운티의 첫 

카운티 행정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뉴욕주 카운티 협회(Association of Counties)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해당 직위 이전에 Hein 씨는 얼스터 카운티 관리자 및 

부회계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Hein 씨는 에커드 칼리지(Eckerd College)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heodore Kastner는 뉴욕주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Kastner 박사는 이전에 

지능 및 발달 장애가 있는 통합 기초 정신 건강 진료소인 발달장애 건강 

동맹(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lth Alliance, Inc.)의 설립자 및 회장이었습니다. 

Kastner 박사는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Montefiore Medical Center)의 로즈 에프 

케네디 아동 평가 및 재활 센터(Rose F. Kennedy Children'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Center, RFK CERC)의 감독이었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Albert 

Einstein School of Medicine)의 소아과 교수이자 정신과 및 행동과학 교수입니다. 

이곳에서 발달 소아과 Ruth I. Gottesman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Kastner 박사는 

코네티컷 의과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Medicine)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인구 건강 분야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Kastner 박사는 미국 소아과 이사회(American Board of 

Pediatrics)에서 소아과, 발달 및 행동 소아과, 신경발달 장애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 의사 

리더십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hysician Leadership)에서 내과의 인증(Certified 

Physician Executive)을 받았습니다. Kastner 박사는 1976년 메사추세츠 맹인 및 시각 

장애인 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직접 지원 

전문가로 시작하여 4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ola W. Brabham은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회원으로 지명되고 

위원회 회장이 될 예정입니다. Brabham 씨는 이전에 공무원 서비스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대행 커미셔너와 행정 부커미셔너로 근무했습니다. Brabham 씨는 이전에 



 

 

행정부의 부커미셔너와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수석 재무책임자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뉴욕주 예산분과(Division of the Budget)의 수석 

예산부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Brabham씨는 David Paterson 주지사 시절 

운영실(Executive Chamber)에서 보건, 메디케이드(Medicaid) 및 감독 차관과 복지사업 

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주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입법 예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하원의원인 N. Nick Perry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Brabham씨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형사행정학과 사회학으로 이중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록필러 공공정책 대학(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and Policy)에서 

공공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rik Kulleseid는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Kulleseid 씨는 이전에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용 

공원 및 정책 프로그램(Parks and Policy Program)에서 수석 부사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오픈 스페이스 보호(Open Space Protection)의 부커미셔너였으며 13년 

동안 공공 토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Kulleseid 

씨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 법대(Stanfo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 삼림 환경 연구에서 임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llen Riley는 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의 의장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에 위원회에 임명된 데 이어 2018년 4월 이래 Riley 씨는 임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Riley 씨는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으로 7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보안관으로서 Riley 씨는 16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관의 장이었으며 

매디슨 카운티 아동 보호 센터(Madison County Child Advocacy Center)를 

감독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 및 성적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의 청소년, 공공 안전 및 정의 위원회(Commission on Youth, Public Safety and 

Justice)의 회원이었습니다. Riley 씨가 보안관으로 선출되기 27세 전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고참으로 D 부대(Troop D)에서 사망 및 기타 심각한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자 경찰관으로 복무했습니다. Riley 씨는 기타 직무를 포함하여 마약 감지 및 

폭발물 감지 K-9 처리자이자 현장 훈련 경찰관이었습니다. Riley 씨는 뉴욕주 보안관 

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Institute), 뉴욕주 감옥 교육 프로그램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for Incarcerated Education Programs), 고령화 자문위원회 매디슨 

카운티 사무실(Madison County Office of the Aging Advisory Council) 이사회 및 기타 

직위에서 근무했습니다. Riley 씨는 매디슨 카운티 올해의 미국 법집행관(American 

Legion Law Enforcement Officer of the Year)에 두 번 올랐습니다. Riley 씨는 모리스빌 

주립 대학교(Morrisville State College)(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다녔으며 2014년 

칼리지 졸업식 연사였습니다.  

  



 

 

Mark Schroeder는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Schroeder 씨는 현재 버펄로시 회계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Schroeder 씨는 이전에 뉴욕주 의회(New York State Assembly) 및 이리 카운티 

입법부(Erie County Legislature)에서 근무했습니다. Schroeder 씨는 이리 커뮤니티 

칼리지(Erie Community College)에서 응용과학 준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aitlin Girouard는 언론담당 비서로 임명되었습니다. Girouard 씨는 이전에 Amy 

Klobuchar 미국 상원의원의 홍보부장, Sean Patrick Maloney 국회의원의 직원 및 홍보 

선임 부부장, Steve Israel 전 국회의원의 홍보부장이었습니다. Girouard 씨는 노터데임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ana Carotenuto Rico는 법무담당(Legislative Affairs) 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arotenuto Rico 씨는 10년 이상 주 상원의원으로 근무했으며 최근에 휴직 수당, 좀비 

부동산법, 담보권 행사 보호 등 주 예산과 정책 계획을 협상하는 상원 독립 민주당 

콘퍼런스(Senate 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Carotenuto Rico 씨는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외교 대학(School of 

Foreign Service)에서 외교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브루클린 법대(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enita Lloyd씨는 정부간 업무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당 직위에 임명되기 

전 Lloyd 씨는 4년 동안 뉴욕시 선교 협회(NYC Mission Society) 개발 및 

대외문제(Development and External Affairs)의 선임 부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Lloyd 

씨는 뉴욕시 선교 협회(NYC Mission Society)에서 206년된 빈곤 방지 단체의 모금 및 

대외문제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Lloyd 씨는 이전에 전국 행동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를 위한 개발의 감독이었습니다. Lloyd 씨는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로버트 에프 와그너 공무학교(Robert F. Wagner School of Public 

Service)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갈란틴 

개인화 연구 학교(Gallatin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icha Nyiendo는 공공 청렴(Public Integrity)의 특수 부상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Nyiendo 씨는 이전에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위험, 준수(Ethics, Risk and Compliance) 특수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앞서 애플(Apple Inc.) 보안 상담사였습니다. Nyiendo 씨는 전에 뉴욕 

이스턴 디스트릭트(Eastern District) 미국 검사 시보였으며 시민 권리부(Civil Rights 

Unit)의 부참모장, 마약부(Narcotics Unit)의 부참모장이었습니다. Nyiendo 씨는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imothy Hartz 씨는 집행 운영부의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artz 씨는 최근 Obama 

대통령의 특수 보좌관, 백악관(White House) 진공 작전(Advance Operations)의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직원 사무실(Presidential Personnel Office)과 함께한 

우선순위 배치(Priority Placement) 감독,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운영 

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Hartz 씨는 프로비던스 칼리지(Providence College)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Barbara Rice씨는 경제 개발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Rice 씨는 지방 정부에서 일한 

쟁쟁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프랭클린 카운티 입법부(Franklin County Legislature)의 

첫 여성 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전에 Rice 씨는 애디론댁 파크 기관(Adirondack Park 

Agency)의 커미셔너이자 뉴욕주 소방 안전 및 건물 코드 위원회(NYS Fire Safety and 

Building Code Council)의 회원으로 부지 사용 계획 및 개발 작업을 했습니다. Rice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 플래츠버그(SUNY Plattsburgh) 비즈니스 및 경제학 차석으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베닝턴 칼리지(Bennington College)에서 의예과 학점 인정을 받았으며 

올버니 메디컬 칼리지(Albany Medical College)에서 보조의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Barika X. Williams는 주택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Williams 씨가 주정부에 

들어가기 전 인근 및 주택 개발 연합(Association for Neighborhood and Housing 

Development)의 사무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Williams 씨는 뉴욕시에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정한 경제 개발을 보장 및 확대하는 정책 및 옹호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Williams 

씨는 주택 및 경제 개발에 집중하여 엠아이티(MIT) 도시 연구 및 계획부(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에서 도시 계획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William Fisher는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에 

임명되었습니다. Fisher 씨는 이전에 근무했고 12월 11일에 임기가 끝난 Gary J. 

Lavine의 자리를 채웁니다. Fisher 씨는 이전에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 

부책임자였습니다. 그전에는 서미트 소프트웨어 컴퍼니(Summit Software Company)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Fisher 씨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맥스웰 시민권 및 공공문제 

학교(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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