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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3차 임명 중 2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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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임기 동안 이 행정부는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훌륭한 진보를 

바탕으로 도울 팀을 환영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추진력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을 더욱 강하며 모두를 위한 주로 만들 것입니다.”  

  

주 운영 사무실. Cuomo 주지사는 더욱 효과적인 주 운영을 하기 위해 이전의 주 운영 

사무실 역할과 관련된 운영, 정책, 긴급 관리 책임을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이 임명했음을 

발표했습니다.  

  

• Kelly Cummings는 주 운영 및 인프라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ummings 씨는 이전에 주지사의 부참모장이자 수석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Cummings 씨는 해당 역할을 하며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롱아일랜드 철도 더블 트랙 및 서드 트랙(Long 

Island Rail Road Double Track and Third Track) 확장 프로젝트, 새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및 여섯 개 업스테이트 공항 현대화 

등 주지사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및 우선 사항을 감독했습니다. 

Cummings 씨는 이전에 상원 다수당의 

홍보실장이었습니다. Cummings 씨는 주 의회에서 20년 이상 상원 및 하원 

모두에서 다수의 홍보 및 정책 직위를 맡았습니다. Cummings 씨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St. Lawrence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Adam Zurofsky는 주 정책 및 기관 관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Zurofsky 

씨는 이전에 에너지 및 금융 서비스 담당(Energy and Financial Services)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정부 근무 이전에 Zurofsky 씨는 카힐 고든 앤 

레인델 유한회사(Cahill Gordon & Reindell LLP)의 파트너로 근무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규제, 거버넌스, 소송 관련 문제에 대해 기업과 이사회 등에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Zurofsky씨는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에서 비상근 외래교수로 가르치고 프로그램 리더로 

근무했으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거버넌스 연구 리더십 



위원회(Governance Studies Leadership Council)의 회원이었습니다. 

Zurofsky씨는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파이 베타 카파회(Phi Beta Kappa)로 선출되었으며 

정치학과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Michael Kopy는 주지사의 긴급 관리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Kopy 씨는 

30년 이상 조사관 및 경찰 대장을 포함한 역할을 하며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에서 근무했습니다. Kopy 씨는 머매러넥 빌리지 

소방서(Village of Mamaroneck Fire Department) 의용 소방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올해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의용소방대원(Westchester County Volunteer Firefighter of the Year)이 

되었습니다.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국장 협회(Westchester 

County Chiefs of Police Association)의 감독이었습니다. Kopy 씨는 뉴욕주 

산불 아카데미(New York State Wildfire Academy) 및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전국 사건 관리 시스템(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에서 승인한 광범위한 긴급 대비 훈련을 받았으며 주 

전역의 다양한 재난 발생 시 대응팀을 이끌었습니다. Kopy 씨는 페이스 

대학교(Pace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행정직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습니다.  

  

Michael Schmidt는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Schmidt 씨는 최근에 주지사의 수석 경제 고문으로 

근무하며 2017년 연방 세금법안에 대응하는 주 정책을 이끌고 주지사를 위해 기타 

시급한 경제 정책 계획을 감독했습니다. Schmidt 씨는 이전에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ivision of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를 

비롯한 12개 주정부 기관과 당국의 정책 및 운영을 감독했습니다. Schmidt 씨는 Hillary 

Clinton의 경제 정책 고문관,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내 

재정부(Office of Domestic Finance)의 정책 분석가, 예일 투자청(Yale Investments 

Office)의 선임 재무 분석가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 (Yale)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etizia Tagliafierro는 뉴욕주 감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Tagliafierro 씨는 현재 

정부 간 업무(Intergovernmental Affairs) 부장관 겸 주지사 특별 검사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이전에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범죄 수사 부서(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의 부커미셔너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Tagliafierro 씨는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의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사로 임명되기 전 

Tagliafierro 씨는 조사 및 집행(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의 합동 

위원회장이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을 위한 

특별 검사, 이리 카운티 지방 검사 시보로 근무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올버니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udith Mogul은 주지사 특별 검사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Mogul 씨는 해당 역할에서 

공공 청렴 및 범죄 정의 정책 계획에 대한 주요 조언을 할 것입니다. Mogul 씨는 모빌로 

아브라모비츠 그랜드 레이슨 앤 아넬로 전문직 법인(Morvillo Abramowitz Grand Iason 

& Anello, PC)의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에서 시민, 범죄, 정책 문제 및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Mogul 씨는 페이스 법대(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부교수, 뉴욕 

남부 지구(Southern District) 검사 시보로 근무했습니다. Mogul 씨는 코네티컷 웨슬리안 

대학(Wesleyan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법대(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ogul 씨는 미국 코네티컷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의 José A. Cabranes 판사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Harold Moore는 기술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Moore 씨는 17년 동안 뉴욕주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에서 혁신적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기술 특별 

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Moore 씨는 올버니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aura Edidin씨는 윤리, 위험, 준수를 위한 최고 특별수석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didin 씨는 최근에 브루클린 지방 검사실(Brooklyn District Attorney's 

Office) 인신매매부(Human Trafficking Unit)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방 검사실(District 

Attorney's Office)에 들어가기 전 Edidin 씨는 뉴욕시 시민 불만 검토 위원회(New York 

City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행정 검찰부(Administrative Prosecution Unit)의 

창립 부장이었습니다. Edidin 씨는 그 전에 뉴욕 동부 지구(Eastern District) 검사 

시보였으며 뉴욕시 게이 및 레즈비언 폭력 반대 프로젝트(New York City Gay & Lesbian 

Anti-Violence Project)의 법적 서비스 창립 감독이었습니다. Edidin 씨는 뉴욕 남부 

지구(Southern District) Richard Owen 씨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Edidin 씨는 시카고 

로스쿨(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atrick Muncie씨는 교통부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에 Muncie 씨는 

터스크 전략(Tusk Strategies), 터스크 벤처(Tusk Ventures)의 상무이사였습니다. Muncie 

씨는 맨해튼 지방 검사 Cyrus Vance의 수석 홍보실장이었으며 Michael Bloomberg 

시장의 행정부에서 시장실 공보 차장, 뉴욕시 경제 개발 협회(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공무 담당(Public Affairs) 상무 등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Muncie 씨는 마이애미 대학교(Miami University)에서 미술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isa Santeramo 씨는 정부간 업무 담당(Intergovernmental Affairs)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Santeramo 씨는 최근에 롱아일랜드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며 

롱아일랜드 직원 및 기관의 일상적 운영을 감독하고 중요한 지역 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에 들어가기 전 Santeramo 씨는 카운티 

부집행관 겸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 Steve Bellone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Santeramo 

씨는 Tim Bishop 의원실 공공 서비스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지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스토니브룩 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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