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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TLIN GIROUARD 대변인 성명서  

  

"앞서 말했듯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Boylan씨의 주장은 결단코 거짓입니다."  

  

Boylan씨의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은 2017년 10월 항공편 탑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Lindsey가 주지사, 기자 한 명, 그리고 뉴욕주 경찰관 한 명과 탑승한 

항공편은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모든 동승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John Maggiore, Howard Zemsky, Dani 

Lever 및 Abbey Fashouer Collins와 관련된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10월 항공편에 탑승했고 이러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tober_2017.pdf  
  

2017년 10월 4일 - 워터타운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Watertown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서던 티어 리튬 이온 배터리 기가 팩토리(Southern Tier 

Lithium Ion Battery Giga-Factory) 발표/웨스턴 뉴욕 스마트 성장 지역사회 

기금(Western New York Smart Growth Community Fund) 발표  

동석자:  

Andrew M. Cuomo 주지사  

John Maggiore, 정책 디렉터  

Dani Lever, 대변인  

Lindsey Boyla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수석 보좌관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2017년 10월 6일 - 코틀랜드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Cortland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로체스터 기차역 행사  

동석자:  

Andrew M. Cuomo 주지사  

John Maggiore, 정책 디렉터  

Lindsey Boyla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수석 보좌관  

Abbey Fashouer, 차석 대변인  

보호 서비스(V. Straface 수석 조사관 등)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tober_2017.pdf


 

 

2017년 10월 12일 -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착공/스태튼 아일랜드 펜타닐 사태 발표  

동석자:  

Andrew M. Cuomo 주지사  

Dani Lever, 대변인  

Lindsey Boyla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수석 보좌관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2017년 10월 17일 - 존 알 오이세이 어린이 병원(John R. Oishei Children's Hospital) 

헌정식/시러큐스 공항(Syracuse Airport) 재설계 및 재건 발표/미국 노르스크 

티타늄(Norsk Titanium USA) 발표  

동석자:  

Andrew M. Cuomo 주지사  

John Maggiore, 정책 디렉터  

Dani Lever, 대변인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Lindsey Boyla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수석 보좌관  

보호 서비스(IJ. Boyle 수석 조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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