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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Cuomo 주지사, 그의 행정부에 9명의 선임을 발표하여 그의 대담한 어젠다를 시행할
제2기 팀 구축.
“이분들의 재능과 기량은 뉴욕주를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현행 노력에 소중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이분들의 다년간의 경험과
헌신은 우리가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공정성과 기회를 계속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분들을 우리 팀으로 환영합니다.”
Catherine Leahy Scott은 산재보험 사기 감찰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이 직위를
최근에 재임명된 복지 감찰관 대행 및 뉴욕주 감찰관과 함께 보유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감찰관실의 제일 부 감찰관으로 봉직하면서 실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 기관의
케이스 부하를 감독 및 관리하면서 감찰관실을 대표한 후에 주 법의학위원회에서
봉직하였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그녀는 뉴욕주 검찰총장보로 봉직하였으며 Columbia
카운티에서 개인 변호사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Columbia 카운티 지방검사 직을
13년 이상 역임하였고, 이 중 8년은 제1지방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전에
그녀는Columbia 카운티 국선변호인보였습니다. Leahy Scott씨는 Hofstra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Hofstra University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Vincent Bradley는 뉴욕주 주류청 청장으로 봉직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Bradley씨는
이전에 뉴욕주 검찰총장 Poughkeepsie 지역사무소에서 검찰총장보 총괄로 봉직하면서
지역사무소의 모든 운영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그는 뉴욕 카운티
지방검사실을 위한 노동 갈취/건설업 타격대 선임 수사 변호사였으며 그 전에는 뉴욕시
특별마약검사실의 지방검사보였습니다. 그는 뉴욕주 대법원 상소부 제3과뿐만 아니라
다년간 민간 부문에서도 일하였습니다. Bradley씨는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회계학 학사와 뉴욕주립대학교 Buffalo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선임은 상원 비준을 요구합니다.
Jeffrey Pearlman은 Kathy Hochul 부지사의 비서실장 겸 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Pearlman씨는 이전에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Andrea Stewart-Cousins의 비서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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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 상원 민주당 컨퍼런스에서 봉직하였습니다. 상원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국제적 로펌인 Greenberg Traurig LLP의 정부 및 소송 담당 변호사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는 뉴욕주 집행부에서 전 주지사 David A. Paterson의 고문보, 뉴욕주 부지사
고문, 뉴욕주 상원 및 하원의 여러 자격을 포함하여 주 정부에서 다수의 직위를
보유하였습니다. Pearlman씨는 뉴욕주립대학교 New Paltz 캠퍼스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Union University의 Alban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ark Wade는 산재보험위원회 집행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전에 Wade씨는 Arch
Insurance Group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클레임 책임자로 봉직하면서 재물, 재해, 상업
책임 및 특수보험 회사, 전문직 회사 및 금융 기관에 걸쳐 50억 달러 클레임
포트폴리오를 위한 모든 전략 및 운영 이니셔티브를 지휘하였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그는 Zurich North America의 특수 클레임 담당 부사장 및 March USA의
부사장보였습니다. Wade씨는 Georget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와 University of
Pittsburgh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Charles Fields는 비즈니스 및 면허 담당 부주무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전에
Fields씨는 미래 기술과 비즈니스 능력에 초점을 맞춘 상장된 바이오기술 회사인
Celgene Corporation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봉직하였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그는
Avaya의 내부 컨설팅 및 전략 수립 담당 이사, Goldman Sachs의 비즈니스 지속성 계획
– 계약 할당 담당 체결 리더 및 PGXHEALTH의 시장 조사 담당 프로젝트
관리자였습니다. Fields씨는 Bosto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와 Columbia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Robyn Adair는 환경보존부의 윤리 위험 준법 담당 특별 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Adair씨는 이전에 뉴욕주 공공서비스부의 고문보로 봉직하면서 페널티 타결을 협상하고,
공공 유틸리티 회사와의 타결 합의를 기안하였으며, 기관원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천연가스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직위 이전에 그녀는 Moreland 유틸리티 폭풍 대비
대응 위원회의 특별 고문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 위원회는 Cuomo 지사가 수퍼폭풍
Sandy가 지나간 뒤 유틸리티 회사들의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공공보호실 및 주 환경보존부를 위한 검찰총장실 수도국에서 시행 검사로
일하였으며 경력은 Rensselaer 카운티 지방검사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Adair씨는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이학사 학위와 Union University의 Alban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Justin Levin은 보건부의 윤리 위험 준법 담당 특별 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Levin씨는 이전에 특별 고문보로 봉직하였고, 그 전에는 Andrew Cuomo 지사의 FOIL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검찰총장실 주 고문과 소송계의 검찰총장보였습니다. 그는
경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법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Levin씨는 Saint John Fisher College에서 학사 학위와 Union University의
Alban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Lindsey Boylan은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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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었습니다. Boylan씨는 이전에 RBC Capital Markets에서 Municipal Finance 고객
담당 부사장으로 봉직하면서 회사의 Municipal Finance Group을 위한 모든 브랜드 홍보
및 고객 전략을 감독하였습니다. 그녀는 Bryant Park Corporation, 34th Street
Partnership 및 Chelsea Improvement Company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업무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Alex Garvin & Associates,
Inc., 비영리 보존 단체인 Planning and Design의 프로젝트 관리자였습니다. Boyland씨는
Wellesley College에서 학사 학위와 Columbia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Saadia Chaudhry는 집행부의 고객경험 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녀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뉴욕시의 311 Contact Center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고객 전략 디렉터로서 다채널 플랫폼에 걸쳐 모든
측면의 고객경험 및 품질을 감독하였고, 그 전에는 Contact Center 소장 및 훈련 & 품질
담당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Chaudhry씨는 Binghamton University에서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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