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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2월 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IT)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최고정보책임자의최고정보책임자의최고정보책임자의최고정보책임자의 임명을임명을임명을임명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aggie Miller씨를 정보기술(IT) 서비스의 뉴욕주 사무소 

최고정보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iller씨는 뉴욕주와 정부기관에 대한 

중앙집중식 IT 서비스를 감독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의 기술 정책을 마련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뉴욕주에서 대규모 기술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Miller씨는 과거 미국 걸스카웃의 최고정보책임자이자, IT 전략, 혁신, 비즈니스 

혁신, 다채널 전략, M&A 평가 및 통합, 기업정보수집활동 및 분석, 아웃소싱 전문가입니다. 

 

“Maggie Miller씨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술 리더로 검증된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 팀의 정보기술 서비스 최고정보책임자로 맞이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Maggie씨의 민관부문에서의 경험은 뉴욕주의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뉴욕주정부가 뉴욕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Maggie씨가 주정부 주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우리와 함께 뉴욕을 발전시키는 일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Miller씨는 한 때 미국 걸스카웃에 2012년 최고정보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이 운동 단체는 

여학생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용기, 자신감 그리고 인성을 

개발하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할 당시, Miller씨는 이 단체 전반의 IT 서비스와 

플랫폼을 발전시켜 90개국 3백만명에 달하는 여학생과 여성 회원들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잘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Miller씨는 2005년 - 2010년까지 주요 글로벌 음반 회사인 Warner Music Group에서 수석부사장 겸 

그룹 최고정보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Miller씨는 업계 리더십 발전을 위해 회사의 

글로벌 IT 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및 디지털화를 감독하였습니다. 2010년 - 

2012년까지는 다수의 주요 민관 부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IT 및 비즈니스 변화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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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er Music Group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J. Sainsbury PLC에서 최고정보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Miller씨는 Accenture와 300억 달러 규모의 특수목적의 차량 자금을 

지원 받는 전략적 아웃소싱 업무를 통해 제공된 IT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 을 

지휘했습니다. Miller씨는 National Westminster Bank PL의 소비자 신용 부문에서 최고정보책임자를 

역임했고, 이후 The Merrett Group에서 최고정보책임자를 TUI Travel에서 그룹 최고정보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모두 영국에 자리한 업체들입니다. 이후 Miller씨는 Dell, Inc.의 EMEA에서 부사장 

겸 최고정보책임자가 되어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IT 전략을 책임지고 유럽 22개국 570명의 

직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Miller씨는 2014년 12월 8일 주정부 정보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정보책임자로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임명은 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Maggie Miller씨는 걸스카웃이 우리의 기술 사용을 재설계하도록 도와주는 일로 우리의 운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뛰어난 정보책임자입니다”라고 미국 걸스카웃의 CEO 인 Anna Maria 

Chávez가 말했습니다. “Maggie씨가 많이 생각나고 그립겠지만, 주지사 내각에 여학생들을 

대변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녀와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 사무소의 전략적 목적은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우선사항을 지지하고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임무와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ITS는 

네 곳의 주요 데이터센터를 통해 하루 24시간, 연 365일 운영됩니다. 이 데이터센터들은 50여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곳은 1,600 마일의 광 섬유 케이블을 바탕으로 한 

38,000여 워크스테이션에 안전한 네트워킹과 데스크탑 지원 서비스, 연간 90,000명의 사용자와 

10,000개의 무선회의를 지원하는 음성 및 데이터 무선통신 시스템, 75,000여명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중앙집중식 이메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의 고객관리센터는 주전역에 있는 

1,500여개의 사이트에서 50,000여명의 사용자에게 헬프 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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