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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행정부 인사를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asil Seggos와 Anne Tarpinian의 임명을 발표하였습니다.
Seggos씨는 환경부차관으로 활동하고 Tarpinian씨는 환경부 차관보로 활동할 것입니다.
“Basil Seggos와 Anne Tarpinian의 임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뉴욕주가 환경
부문에서 리더와 혁신을 이끄는 주가 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Seggos씨와 Tarpinian씨는 모두 이 분야에서 대단한 경험을 쌓으신 분들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뉴욕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Basil Seggos
Seggos씨는 2012년 2월부터 환경부 차관보를 역임하였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활동하기 전에는
청정기술사업 구축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 Hugo Neu Corporation에서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Hugo Neu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Hudson Riverkeeper의 최고조사관 겸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Riverkeeper 전에는 뉴욕에 있는 천연자원수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서 도시 환경 문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법학대에 재학 중일
때에는 클린턴 대통령 휘하에 있는 백악관 환경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에서 사무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육군 소속 예비군입니다.
Seggos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스포츠맨과 여성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고 우리 사회가 극심한 날씨 및 기후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건강한 환경은 건강한 경제에 달려 있다고 믿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지사의 팀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행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ne Tarpinian
Tarpinian씨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방대한 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뉴욕주 상원에서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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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합류하였습니다. Tarpinian씨는 상원에서 환경 보존, 에너지, 무선통신 및 농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감독하는 수석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의회에서 15년간 활동하기
이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부, 에너지/R.O.W 과학부 및 SVWRB(State of
Vermont Water Resources Board)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Tarpinian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환경팀에서 활동하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주의 천연자원과 공중위생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임무를 지원해주시고
뉴욕주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운동선수 활동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Frances Beineck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asil Seggos씨는 환경 문제에 대해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갖춘 재능 있고 근면한
지도자로, Cuomo 행정부가 환경 건강과 뉴욕주의 소중한 천연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최적임자입니다. 환경과 관련해 검증된 지지자인 Anne Tarpinian씨가 우리 앞에 놓은 중요한
과제에 대해 Seggos씨와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환경유권자협회(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의 Marcia Bystry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asil Seggos씨와 Anne Tarpinian씨는 뉴욕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번 임명은 Cuomo 주지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Tarpinian씨와 Seggos씨는 뉴욕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민감한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많은 성과를 보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뉴욕을 보다 푸르고 건강한 곳으로 가꿔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eggos씨와 Tarpinian씨는 에너지 및 금융(Energy and Finance) 의장인 Richard L. Kauffman, 그의
상관인 Kate Burson, 그리고 에너지부 차관보인 Thomas Congdon를 포함한 주지사의 에너지 팀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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