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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atthew Driscoll 씨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상임 이사로 지명하고 Cathy Calhoun 씨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커미셔너 대행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상임 이사로 근무했던 Bill Finch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tthew Driscoll 씨와 Cathy Calhoun 씨는 두 분 

모두 뉴욕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헌신적인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새로운 리더십 직책에서도 이분들이 계속 주민들에게 봉사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이 주의 전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뉴욕 인프라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경험이 풍부한 이 리더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tthew Driscoll 전임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통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의 상임 

이사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의 교통 인프라 재구상에 대한 

주지사님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리청의 대단히 유능한 남녀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athy Calhou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뉴욕 전체의 미래의 힘과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전 지역의 역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과 함께 

뉴욕의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atthew Driscoll 씨는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상임 이사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Driscoll 씨는 뉴욕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주지사의 



 

 

역사적인 1,000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계획을 개시하는 데 도움을 준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전임 커미셔너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전에 

Driscoll 씨는 뉴욕주의 깨끗한 물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이끌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뉴욕주 환경 시설 공사(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로 근무했습니다. Driscoll 씨는 또한 뉴욕주 폭풍 복구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Storm Recovery Task Force) 공동 팀장,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발전을 돕는 전략 이행 

평가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의 일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뉴욕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리스트럭처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재건 

위원회(Financial Restructuring Board)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Cuomo 주지사 

행정부에서 많은 주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직책들을 수행하기 전에, Driscoll 

씨는 에너지 보존,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들, 환경 보호 활동 등으로 시러큐스 국가 

인증(Syracuse National Recognition)을 받은 시러큐스 시 시장으로 두 차례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SyraStat이라고 하는 시정부의 성과 기반 책임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 백만 달러나 절약하였습니다. 스루웨이 

이사회(Thruway Board of Directors)는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상임 이사 

대행 자리에 Matthew Driscoll 씨가 지명된 것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1월에 

상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지명될 예정입니다.  

 

Cathy Calhoun 씨는 뉴욕주 전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 현대화에 1,000 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뉴욕의 획기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커미셔너 대행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직책을 맡을 경우, Calhoun 

씨는 교통 정체와 공기 오염을 줄이고 뉴욕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지사의 1,000억 달러, 5 년 인프라 계획을 이끌 것입니다. 이전에 Calhoun 씨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Calhoun 

씨는 이전에 전직 미국 상원의원인 Hillary Clinton의 센트럴 뉴욕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Calhoun 씨는 또한 이전에 정부 간 업무 영역에서 David Paterson 전임 주지사를 위해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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