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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행정부에 그의 대담한 어젠다를 시행할 팀을 

추가하면서 10명의 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각각의 인사들의 행정부 합류를 

환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사람들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숙련된 팀에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andi Toll은 주지사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oll 씨는 이전에 다양한 

건강 문제에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 주지사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주지사에게 

지원 법률 고문을 역임하였습니다. 공공 부문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Jenner & Block 

LLP에서 11년간 법에 종사하였으며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파트너로 승진하였습니다. 

회사의 의료 소송과 복잡한 상업 소송 관행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감독 보건 의료 사기 및 

남용 문제에 관련하여 고객들을 대표하고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공익 활동을 

유지하였습니다. Toll 씨는 Loyola 대학 시카고 로스쿨에서 차석으로 졸업하며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코넬 대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하며 이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Karen Tyler는 일반 서비스의 사무실에 대한 행정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yler 

씨는 행정 부국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최고 비즈니스 서비스 

관리였습니다. 그녀는 뉴욕 주 예산국에서 현재 최고 예산 심사관으로 이전에는 

회계사로 근무하였고 뉴욕 주 감사관 사무실에서 감사로 일하였습니다. Tyler 씨는 Sage 

대학원에서 MBA를 Russell Sage 대학에서 이학 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Brian Matthews는 일반 서비스 사무소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 임명되었다. 

Matthews 씨는 최근까지 그가 16년간 다양한 직책을 맡았던 주 감사관의 사무실에 대한 

재정 관리의 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사관의 사무실에 대한 예산을 

개발하였고 경쟁 조달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국가 가이드 라인 준수를 보장하였습니다. 

Matthews 씨는 Albany의 SUNY 대학에서 공공 행정 석사를 Springfield 대학에서 이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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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zia Tagliafierro 씨는 뉴욕 주 세금 및 재정부서에서 범죄 수사 부서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현재 뉴욕 주 공공 윤리 공동위원회에서 집행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조사 및 시행의 이사로 역임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뉴욕 

주 검찰 총장을 위한 집행 사무실에서 정부간 업무의 이사, Erie 카운티에서 지방 

검사보로 근무하였습니다. Tagliafierro 씨는 Albany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Albany의 SUNY 대학에서 이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Jeffrey Nordhaus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혁신 및 광대역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에서, Nordhaus 씨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뉴욕 

주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불충분한 지역까지 광대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인 5억 

달러의 New NY 광대역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Nordhaus 씨는 특히 1억 달러의 뉴욕 

혁신 벤처 자본 펀드를 포함하는 뉴욕의 벤처 자본 펀드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Nordhaus 씨는 금융 및 사모 펀드에 집중한 민간 분야에서 25년의 경험을 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에 합류합니다. 그는 최근 Oaktree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전무 

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전에 Quadrangle Group에서 파트너였으며 Goldman, Sachs & 

Co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부사장이었습니다. 

Quadrangle에서 재임 시에, Nordhaus 씨는 주요 케이블 및 광대역 사업에서 많은 

성공적인 투자를 담당하였고 Cequel Communications, Bresnan Communications, Get 

AS, Dice Inc., Protection One에서 이사회 회원이었습니다. Nordhaus 씨는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 학사를 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Theresa Egan 씨는 차량국의 집행 부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Egan 씨는 

차량국에서 안전, 소비자 보호 및 청정 대기를 위한 부국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2억 6천만 

달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Bethlehem 타운 감독자로 

선출되었고, 그곳은 그녀가 타운 역사상 최초 여성 판사로 선출되고 재선된 곳입니다. 

Egan 씨는 Albany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Albany의 SUNY 대학에서 

문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Jennifer Rivera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에서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지원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Rivera 씨는 집행 회의소를 위한 Bronx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주와, 연방, 시 공무원과 지역 사회 조직을 연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다양한 역할을 맡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뉴욕 시의원 James Vacc를 위한 

운영 이사를 맡았으며 뉴욕 주 민주당위원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Rivera 씨는 

Quinnipiac 대학에서 문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Sumit Sud 씨는 뉴욕 주 보험 자금을 위한 윤리, 위험 및 준법 커미셔너의 특별 자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이전에, Sud 씨는 뉴욕 시 법무부에서 수석 법률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이곳에서 약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오하이오 주에서 

Cleveland 시의 법무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Sud 씨는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 남아시아 변호사 협회, 뉴욕시 법무부 다양성위원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시애틀의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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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이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Wendy Erdly 씨는 주 주류 기관과 농업 및 시장을 위한 윤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에 앞서, Erdly 씨는 Axiom Legal을 통해 

United Technologies, Deutsche Bank, Unilever, Kraft 등에 많은 기업들에게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Bernstein, Litowitz Berger & Grossman LLP, Dewey & LeBoeuf 

LLP에서 송무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Erdly 씨는 Vanderbilt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및 

Lafayette 대학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C. Harris Dague 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 위원에 대한 윤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ague 씨는 뉴욕 법무 장관의 

사무실에서 법무 장관 보조로 일하였으며 그는 복잡한 건강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일했습니다. 전에는 Howrey, Simon, Arnold and White, LLP and LeBoeuf, Lamb, Green, 

MacRae, LLP 등에서 다양한 사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Dague 씨는 Richmond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Hamilton 대학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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